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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
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 집
약 제품 생산에 주력했었는데 어느덧 자본 집약 그리고 기술
집약 제품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세계 유수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들도 중국으로 몰려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종래에는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측면에서만 강조되었지
만 이제는 소득 증대와 함께 비싼 소비재에서도 선진국과 어깨
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상 제고는 글로벌 기업을 탄생하기에까지 이
르렀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에
너지, 자원,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인
수하는 사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몰아가
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그리고 침
체하면 침체하는 대로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파장은 한국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파장은 한국 경제에게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위
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경제가 더

욱 발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
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모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모
습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는 산업의 대표성을 가지는 섬유·의류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대로 일
상생활 및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을 배타적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적 가치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는 섬유·의류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게도 참고가 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업계를 비롯한 관계자
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국제산업협력실 김화섭, 이석기 위원이 작
성한 것으로서 필자들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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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한·중 경제관계 다양성에 기초한 경제협력 전략의
필요성
중국 경제가 성장해감에 따라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
한 의미에 대한 분석 필요성에 답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
양국간 다양한 경제관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패러다임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측면에서의 심층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 섬유산
업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다양한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
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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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에서의 역할 다양화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
장을 지속함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7위
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다국적 기업 등 세계의 주
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중
국은 세계의 주요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 정도이며, 매년
300-400억 달러 정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특히 대중 수출은 한국 총 수출의 20.5%, 일본 총 수
출의 13.6%를 점할 만큼 중국은 아시아국가들의 가장 주
요한 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사가 중국 현지생산체계를 구축할 정도로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1990년에는 66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4,38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중국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90년 1.8%에
서 2003년에는 5.9%로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 되
었다. 특히 미국 및 일본시장 점유율은 각각 1 8 . 5 %와
12.5%에 달한다. 중국의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부상
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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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3년 중국에 대한 국제 자본의
투자액은 535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WTO 가입에 따
라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등장으로 중국은 서서히 국제
적인 투자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중국경제는 속도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2020년까지는 상
대적인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는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의 증가를 이끌어 가는 주
요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지
속과 그에 따른 1인당 GDP의 증가 등에 따라 시장으로서
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 동기가 종래의 생산 코스트의 절감으로부터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3. 중국 경제 역할에 의한 한·중 관계 다양성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중 경
제관계 또한 시장 및 생산관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장 측면에서는‘세계 시장 경쟁자’,‘수출 견인차(부품·소
재)’,‘시장 제공자(소비재)’등의 모습이 그리고 생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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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국내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 및 산업공동화 유발
우려’,‘대한국 투자자’등의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한·중 경제관계 현황을 통해 파악
한다. 구체적으로는 National trade map 분석기법, 자급
률 개념이 포함된 공동화 지수 및 현지 조사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세계 시장 경쟁자’관계에서, 중국은 노동집약 제품(의
류)뿐만 아니라 화섬 장섬유 직물, 견직물 등 섬유 소재에
서의 경쟁력 또한 한국에 비해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수출 견인차’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소
재(絲, 직물)를 구입하여 의류를 생산한 다음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제공자’관계에서, 중국은 현재 한국 의류 제품 시
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한국의 대중국 의류 수출이 매년 15%정도의 높은 증가
율을 기록하고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라 하겠다.
‘해외투자자’관계에서, 한계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
국으로의 투자는 대중국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
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시설의 급격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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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섬유 산업)은 산업 현장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를 낳기도 한다.
‘대한국 투자자’관계에서,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는 200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투자 목적은 기술 도입에, 그리고 투자 방향은 부품 소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국
내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기술 유
출 우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관계를 위협 및 기회 측면
에서 재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위협과 기회에서 본 한·중 다양한 경제관계
시장 관계
세계 시장
경쟁자

기회

-

위협

시장 점유
율 잠식

수출 견인차

생산 관계
시장
제공자

해외투자
대상국

대한국
투자자

부품 · 소재 소비재
의 수출 증대 수출 증대

국내 산업구
국내 생산 및
조 고도화에
고용 증대
기여

중국 일부
소재의 경쟁
력 강화 추세

산업 공동화 기술 유출 우
우려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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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중 관계 다양성에 따른 대응 방향
대응 방향 논의는 기회 및 위협 요인의 변화 상태 전망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의 각종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이 고려되었다. <표 2>는 다양한
경제관계에 따른 대응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중국의 다양한 역할과 대응 방향
관련정책

시장환경평가

기본 전략

대응 방향

·민영화 선두 ·MFA 폐지
세 계
(脅)
(脅)
시 장 ·一視同仁 수 ·WTO 가입
경쟁자 혜자(脅)
(脅)

·e-market 플레이
스 구축(業)
경쟁에서
·e-market 운영에
협력으로
필요한 코드 동일
화(政)

·민영화 선두
세 계
(脅)
·MFA 폐지(脅)
시 장
·一視同仁 수혜 ·WTO 가입(脅)
경쟁자
자(脅)

·e-market 플레이스
경쟁에서
구축(業)
협력으로 ·e-market 운영에 필
요한 코드동일화(政)

수 출
견인차

시 장
제공자

·10·5 계획 :
단기(機), 장기
(脅)
·투자 가이드 라
인(脅)
·에너지 절약 정
책(機)
·유통시장 개방
(機)
·금융시장 개방
(機)

·산업용 및 레저
스포츠용 소재
수요 지속 확대
·중국인의 의류
소재 고급화

선택과
집 중

·유망 품목 선택(業)
·제품 개발을 위한 국
내 수요 확보 지원
(政)

·소비 행동 개성
·전시회 활용(業)
화
·전시회 개최지원(政)
실효적인
·소비자 지출 구
·판매 제휴 등 적절한
유통 전략
조 변화
유통 경로선택(業)
마련
·유통망 기 구축 기업
소개(政)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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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책

투 자
대상지
및
산 업
공동화

·진출 기업 내
수 허용(機)
·지역개발과 연
계된 정책
(機)(脅)
·고기술 산업
투자 권장(脅)
·국 유 기 업
M&A허용

시장환경평가

기본전략

·대형화,첨단화 기존 투자 기
(脅)
업 경영개선
·국내 기술 개발
등한시(脅)
·국내 중소기업
위주(脅)

대응 방향
·투자대상지 전환(業)
·새로운 대상지 거시
경제 정보제공(政)
·기존기업의 신사업모
색(業)
·투자지원방향전환
(政)
·異지역 異업종 교류
지원(政)
·의류분야(다운 스트
림) 수요 창출(業)
·의류 수요 창출 지원
(政)

<시장환경>
win-win ·자본 도입 대상 기업
·배당금 강제회 ·중국의 무역 수지 전략 모색
을 활용한 중국 시장
수 완화(機)
적자(부품·소
접근 용이성 검토(業)
·한국에 대한 재)
·절차 간소화(政)
투자 장려 업 ·한국에는 자본 부
·유치사절단 파견(政)
종(機)(脅)
족·기술 보유 중
대한국
소기업다수
투자자
·중국의 투자 경험
부족
<전망>
·섬유 소재에 집중
·M&A 위주
·구미기업과 연대
주 : (脅)은 위협요인에 영향을, (機)는 기회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
(機)(脅)은 위협, 기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
(業)은 업계의 대응방향, (政)은 정부의 지원방향.

섬유 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본 연구은 여타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각각의 관계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
대비책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한·중 경제관계는 각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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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화에 의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 질 수 있다. 특히 이
러한 다양한 관계는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특정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의 정책도
해당 산업의 위협 및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한·
중간 다양한 경제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즉 마스터 키 같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5. 한·중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중 다양한 경제관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국이 가지는 배타적 비교우위를 찾아 value-chain 곳곳
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타적 비교우위
는 한류,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중국
인과 유사한 한국인의 체형 등을 들 수 있다.
한류는 중국 시장 세분화 및 목표 시장 설정 그리고 다양
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케팅적 가치를 지
니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디자
인 방면에서 중간재로서도 활용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feed-back을
가져와 품질 경쟁우위로 연결되며 나아가 선진 국가들의
R&D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인과 유사한 한국인의 체형은 중국 의류 시장에서 경

요 약

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된다. 최근의 의류 생산
은 패션, 기능성 등과 함께 편의성 또한 크게 추구되는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에서도 나타나
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은 배타적 비교우위가 지속되거나 up-grade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류 측면에서는, 한국에
서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문화흐름이 아닌 쌍방향적 문화교
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중 문화 산
업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인
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한국의 인터넷 기반
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e-Biz에 필요한 각
종 코드 및 절차의 표준화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인의 체형
이 중국인과 유사하다는 점이 경쟁우위를 가지려면 체형이
DB화 되어야 한다. 체형과 관련된 통계가 상당부분 의료기
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DB작성에는 보건복지
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섬유 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은
여타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
째, 향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
간 융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에는 산업간 융
합뿐만 아니라 산업과 비산업(문화)간 융합도 중요하다. 둘
째, 산업의 value-chain에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의 행태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의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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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좌우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항상 예의주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한류,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중국인과 유사한 한국인의 체형 등에
서 산업적 가치가 발견된 것은 우연한 일이다. 이는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도 통해 산업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헐리우드
에도 뒤지지 않는 한국 영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인 PC방,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특성) 그리고 세
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E-sports 등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산업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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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hinese economy develop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ecomes more diverse. Based on this
diversity, a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becomes
increasingly significant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necessity for an analysis of various meaning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which affects the Korean
economy, and to present a direction for a concrete
countermeasur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particular,
seeking a new paradigm was the focus of this study,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pe with the divers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o achieve such an objective of this
study, an in-depth approach from the industrial perspective
was necessary, and the textile industry, which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ve for the general industry, was selected as an
object for analysis.
As the role of China in the world economy becomes more
diverse, China appears to be diversely relevant to Korea in
aspects of market and production relation. Regarding as the
market, China is shown as‘competitor for the world market’
,
‘motive power for export(parts and materials)’
, and‘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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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market(consumer products)’. Regarding as the
production relation, China is shown as ‘country subjected for
foreign investment’and‘investor on Korea and culprit for
industrial hollowing-out’. If China plays a role for the
‘competitor for the world market’
, a strategy is required to
transform the competition into cooperation. If China plays a
role for the ‘motive power for export’
,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is required, and for the‘provider for a
market’role, an effective distribution strategy is required. If
China plays a role for the‘investor on Korea and culprit for
industrial hollowing-out’
, a management improvement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xisting investment corporate, and for
the‘investor on Korea’role, a win-win strategy is required
between Korea and China.
Although respective countermeasure for the divers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s necessary, a new paradigm for
these diverse relations to be comprehensively countered is also
necessary. It is desirable to search an area where Korea has
an exclusive comparative superiority against China, and to
aptly apply it for every sector of‘value chain’
. Hanryu(Korean
trend), active communication through Internet, and similar
physical frame of Korean people to that of Chines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as the exclusive comparative
superiority.
Hanryu has a marketing value, and th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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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through Internet has a product test function
for new products. The similar physical frame of Korean with
that of Chinese can be utilized as a too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within the Chinese clothing market.
Accordingly, government supports should be made so as to
maintain or up-grade the exclusive comparative superiorit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n attention should be made
on discovering industrial values from the culture and daily
lives in terms of the exclusive comparative supe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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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생산
자인 동시에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
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도입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외국으로 자
본을 수출하는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는 세계
의 제조업 기지로서 우리의 경쟁자인 것처럼 비추어지며,‘중국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
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그리고 우리 경
제의 새로운 성장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도 지나친 중국 편중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중국 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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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시각이 단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계가 어느 한 측면으로만 규정할 수 없을 정도
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제적인 제조업
기지로의 성장은 중국이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였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가공 수출 중심의 성장 패턴을 지속
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은 중간재 및 부품의 대한국 수입의 확
대 즉 한국 제품의 수출을 견인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또
한 중국은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조만간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한 직접 투자국이 될 가능성이 큰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한·중 양국간 경제관계의 다
양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우리 경
제에 미치는 다양한 의미의 분석 필요성에 답하고, 이러한 분
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
히 한·중 양국간 다양한 경제관계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산
업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섬유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섬유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다양한 경제관계를 분석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1)

1) 섬유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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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1) 기존연구의성과와한계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과 이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가 심화
됨에 따라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과 한중 경
제협력 방향에 대하여 이창재·전재욱·조현준(1997)을 비롯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나 한중 경제협력 일반이 아니라 산업별
로 중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시장 접근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주로 산업연구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태용 외(2001), 산업연구원
(2003a)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 산업별로 한중간의 기술경
쟁력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진출전략과 한중 경
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산업연구원(2003b)은 산업별
접근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증하는 FTA에 대한 연
구수요를 반영한 유관영 외(2003)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산업별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요 산업을 모두 다루고 있어, 개
별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대안의 측면은 상대적으
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및 한국의 섬유산업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박훈
(2004), 삼성패션연구소(2003) 등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박 훈(2004)의 연구는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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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중간 국제경쟁력 정도를 비교한 다음 한국의 대응 전략
을 제시하였다. 대응 전략 제시 과정에서는 섬유 산업과 관련
된 대외 환경 변화와 국내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즉 대
내환경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전략(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 추구,
산업용 섬유 생산 비중 증대, 현장 중심의 인력 수급체제 구축
등), 글로벌 최적 생산체제 구축 전략,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전
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 패션 연구소(2003)의 연구는, 섬유 산업 가운데에서도
의류(특히 여성 의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세계
의류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과의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및 기
술 경쟁력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따
라 경쟁력 분석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경쟁력,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기계 설비 경쟁력, 노동 및
조직 경쟁력, 정보화 경쟁력 및 유통 경쟁력 등 다양하게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대상 품목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도 여타 연
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의류 가운데에서 분석 대상
을 여성의류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여성 의류를 우븐 의류, 니
트 의류, 가죽 의류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경쟁력을 분석
하고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 분석은 관련 업계 및 현장에서 즉
각적인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대중국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현실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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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김
익수(2004)는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중국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경쟁력 요소인 한류를 이용한 중국시장 접근전략을 모색한 김
화섭·이석기(2003) 등은 새로운 요소인 문화 및 스포츠를 대
중국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포함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다소간의 한계점도 발견된다. 우선은
한국과 중국간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계를 분
석함에 있어 수출과 투자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경
제관계는 이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상호 보완
적인 관계, 중국으로의 기업 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가능성
측면, 그리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가능성 측면 등
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양국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중국의 각종 정책 가운데에는 개별 산업,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
다. 국유기업 개혁 정책,「10·5」계획, 재정정책(분세제도), 유
통시장 개방 정책, 금융 시장 전면 자유화(200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난 기존 연구에서는「10·5」계획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각종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이로 인한 대응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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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섬유 산업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여타 산업 및 문
화 등과의 융합이 불가피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성격이 고려되지 않아 대응 전략 및 정부
지원 방향 제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산업에 집중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계의 다양한 측면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
으로 한중 경제관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협력 패
러다임을 제시한다. 나아가 산업전반에 걸친 시사점에 대해서
도 논의한다.

(2) 연구의구성과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해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관
계는 한 측면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게 되
었으며, 중국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고 있다. 즉, 중국은 우리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자, 시장 제공
자, 수출 견인차, 최대 투자 대상국, 대한국 투자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Ⅰ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다. 한중
경제관계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각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의
제시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향후 중국과는 새로운 협력 패
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섬
유산업을 통하여 이러한 제 측면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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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Ⅱ장에서 중국 경제가 지난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함으
로써 세계경제에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하
게 검토한다. 지속적인 고도성장 결과 중국경제는 한편으로는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또 한편으로는 주요한 시장으로 성장하
였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다국적 자본의 투자자 집중되는 투자
대상지이면서, 한편으로는 서서히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해외투자국으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
다. 중국경제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관
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Ⅱ장의 분석은 Ⅲ장 이후
의 분석을 위한 서론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Ⅲ장에서는 중
국경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전
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수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된 중국경제의 다양한 측면이 한국
과 중국간의 경제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섬유산업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서, 한국의 시장이자 수출의 견인차로서의 중국 경제가 분석된
다. 또한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고도화 기
여자 및 산업공동화 유발 요인 그리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로서
의 중국의 역할을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된 제 측면에 대한 대응 방향이 제
시된다. 포괄적인 대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
니라 한중 경제관계의 제 측면 즉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 시
장의 측면, 수출 견인차, 국내산업구조고도화 기여자·산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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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유발 요인 그리고 국내투자자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도출한다.
Ⅴ장에서는 한국의 배타적 비교우위를 기초로 한 새로운 협
력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즉, 한국이 중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
는 새로운 경쟁우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한류 등
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한중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도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문화적 트랜드와 매우 밀접한 섬유산업
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의 의미는 더욱 크
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섬유산업의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걸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결론
에 갈음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중국경제의 위상, 지속 성장
가능성 여부, 글로벌 기업 대두 전망과 해외 투자, 한국과의 관
계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통계분석과 심
층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장감 있게 분석하기 위해 현장 인터뷰도
병행한다.

(3) 섬유산업선정 이유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 산업으로 섬유 산업을 선정했다.
섬유 산업을 선정한 이유로는,‘산업의 대표성’,‘미래 성장 주
도산업과 활발한 융합’, 그리고‘문화성’등을 들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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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의 대표성
섬유 산업은 크게 섬유류 산업과 의류 산업으로 구분된다.2)
섬유 산업은 다시 사(絲)와 직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섬유
산업은 업 스트림 부문인 사에서부터 다운 스트림인 의류(혹은
섬유 제품)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다단계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업 스트림인 사 부문은 주로 대기업이 담당하고
다운 스트림인 의류는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업스트
림과 다운 스트림의 가운데 위치하는 미들 스트림(직물 부문)
에는 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말하자면 섬유 산업의
생산자에는 영세 중소기업, 중견 기업 및 초거대 다국적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유 산업에서 각 생산단계별로 참여하는 기업의 성격의 상
이한 것은 생산기술 및 자본집약도 등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
다. 사 부문은 자본·기술 집약적 특성이 강한 반면 의류는 노
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본·기술 집
약적 특성을 보유한 사 분야에서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 기
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노동 집약적인 의류 분야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의 저개발국가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즉 섬유 산업은 생산 단계가 다양하며 각 생산 단계별 자본
및 기술 측면에서 편차가 존재하는바 산업의 대표성을 가진다

2) 섬유 산업을 섬유류와 의류로 구분하기도 하며, 별도의 구분 없이 의류를 섬유 산업에
포함하여 언급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 섬유산업이라 함은 의류가 포함된 개념이다.
분석 상 구분이 필요한 경우 섬유류(또는 소재)와 의류로 구분하여 논의하며 소재에는
사와 직물이 포함되어 있다.

24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고 할 수 있다.
한편 섬유 산업은 한국과 중국 모두 개발초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한국에서는 1960 -70년대에 일본
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과의 합작에 의한 기술도입 및 발전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의 섬유 산업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
년대부터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한국과 유
사한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시차를 두고 유
사한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은 과거 및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의 발전 경로 및 양국간 상호 협력 형태 등을 예측하는 데에도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섬유산업이 기술 측면에서의 대표성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간 상호 발전·협력 형태의 비교 측면
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바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2) 미래 성장주도 산업과의 활발한 융합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는 I T (정보 통신)를 비롯하여
NT(미세 기술), BT(생명 기술), ST(항공 기술) 및 ET(환경
기술)등이 꼽히고 있다. 이 들 산업은 여타 분야와의 융합을 빠
르게 진행하고 있어, 미래에는 특정 산업 단독보다는 이들 미
래 성장주도 산업과의 융합이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대두되고 있다.
섬유 산업도 이러한 미래 성장주도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T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셔츠가
선을 보였으며, BT 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신장, 생체 상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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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NT 기술을 응용한 오염방지
가공 섬유는 대중화 직전에 있다. 이 밖에 건설 기술과 융합하
여 토목 및 건축 섬유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섬유 산업은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업
종으로서 향후‘산업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3) 문화 선도형 산업
섬유 산업은 기본 생활 조건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의류 제품에서 이
러한 특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짧은
제품 주기’, ‘스타일 혁신성’, 그리고‘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첨병’등을 들 수 있다.
의류는 계절이나 사회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뿐만 아니
라 개인적인 성향 등 미시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트랜드에
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바 제품 수명 주기가 짧다는 특징
이 있다. 또한 섬유 산업(특히 의류)은 제품의 물리적 형태 변
화 등 기술적인 혁신이 아닌 디자인 요소의 조합만으로도 소비
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제시하는 이른바 스타일 혁신 업종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섬유(의류)산업은 소비자의
감성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기획·생산·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섬유 산업은 지속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
링과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산업은 여타 분야와의 융합
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융합 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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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非산업도 포함되는데 비산업이란 바로 문화를 의미한다.
문화도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
다. 산업의 속성에 문화가 포함된 섬유(의류)산업은 미래 산업
들이 추구해야 할 고부가가치화(문화 선도형3))를 보여주고 있
다는 측면에서도 전체 산업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Ⅰ-1>

중국의 성장
중국의 성장

세계

시장

제조업기지

해외투자자

기 회 ·시장역할

·수출견인
·국내 산업구조조정 촉진

·고용유지 및 확대

도전

·세계시장에서경쟁
·산업공동화 우려

·대중수출 감소
(기술 유출)

한국

세계시장
경쟁자

수출견인차

시장 제공

구조고도화
및
산업공동화

각각의 대응전략 마련
(섬유 산업을 모델)
새로운 산업협력 패러다임 모색
(섬유 산업)
산업 전반에 대한 시사점

3) 의류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본 보고서 논의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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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에서의
역할 다양화

1.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 다양화
(1) 세계 경제대국으로부상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중국의 명목 G D P는 1조
4,100억 달러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이다. 구매
력(PPP) 평가에 의하면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 경제의 규모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6조 3,54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이는 전세계
의 12.6%에 달하는 것이다. 1인당 명목 GDP는 아직 1,052
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4,900달러에 달
한다.
중국이 연안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
속함에 따라 대외경제관계 역시 크게 확대되어,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3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3년 중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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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규모는 8,512억 달러로, 이중 수출은 4,384억 달러이며 수
입은 4,128억 달러이다. 2003년 외국인 투자는 535억 달러
로 세계 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며, 같은 해 말 외환보유
고는 4,033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함께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
하고 있다. 포츈지의 집계에 의하면 2003년 기준 세계 500대
기업중 중국 기업은 13개인데, 이는 1994년의 3개로부터 크
게 늘어난 것이다.

<표 Ⅱ-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성장률

%

7.8

7.1

8.0

7.3

8.0

9.1

소비자물가

%

-0.8

-1.4

0.4

0.7

-0.8

1.2

수출
(증가율)

억달러
%

1,837
0.5

1,949
6.1

2,492
27.8

2,661
6.8

3,256
22.4

4,384
34.6

수입
(증가율)

억달러
%

1,402
-1.5

1,657
18.2

2,251
35.8

2,436
8.2

2,952
21.2

4,128
39.9

무역수지

억달러

434

292

241

226

304

255

456
404
(0.7) (-11.4)

4.8
(0.9)

469
(14.9)

527
(12.4)

535
(1.5)

FDI 실제
억달러
규모(증가율)
%
외환보유고

억달러

1,450

1,547

1,656

2,122

2,911

4,033

외채

억달러

1,460

1,518

1,457

1,704

1,685

1,973

자료 :「중국통계연감」, 商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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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쳔 선정 500대 기업중 중국기업(2003)

순위

기업명

매상액(100만US$)

46

State Grid

58,348.0

53

SINOPEC

55,062.0

69

China National Petroleum

47,046.9

241

China Life Insurance

20,782.1

242

China Mobile Communications

20,764.7

243

Industrial & Commerical Bank of China

20,757.3

257

China Telecommunications

19,464.5

270

Sinochem

18,846.1

331

China Construction Bank

15,824.8

358

Bank of China

15,021.6

372

Shanghai Baostell Group

14,548.0

407

Hutchison Whampoa

13,473.5

412

Agricultural Bank of China

13,303.1

415

COFCO

13,290.1

461

Shanghai Automotive

11,7546
.

자료 : KIET 외(2004), p.34에서 재인용.

(2) 세계의시장
중국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다국적 기업 등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목표로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은 세
계의 주요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중산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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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1억 7천만명(2001년 기준)으로 추
산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2억 5천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소득향상과 자동차, 주택금융 활성화에 따라 자동
차, 주택, 가전 등 고가제품을 중심으로 중산층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 문화에 대한 지출도 확대되는 추세이
다. 2003년 기준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 정도
이며, 매년 300-400억 달러 정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관세·비관세 장벽
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접근
이 보다 용이해졌다.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WTO 가입 전
인 2000년의 16.4%에서 2004년에는 11.5%로 낮아졌다. 그
리고 2005년까지 수입허가증 및 입찰제한 규정 폐지, 2005년
까지 모든 수입허가제 폐지 등 비관세 장벽도 완화될 전망이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접근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가공
조립 중심의 수출확대에 따라 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
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
국은 특히 아시아 공업국들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중국의 총 수입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에 달한다. 이에 반해 EU와 미국은 각각 12.9%와
8.2%를 점하고 있다. 중국 수입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점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서 점하는 중국
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은 한국 총 수출의
20.5%, 일본 총 수출의 13.6%를 점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중 수출이 미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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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9%에 불과하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전 세계로부터의 수요 확대를 가져
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2003년 중국의 세
계 경제성장 기여율은 실질 GDP 기준 14.8%이며, 구매력 기
준으로는 23.5%에 달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
다.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에의 기여는 무역확대에 대한 기여에
크게 기인한다. 2003년 중국의 세계교역 증가 기여율은 11%
에 달하였다. 특히 40%에 달한 수입증가율은 아시아를 비롯하
여 전세계 주요국의 수출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대
중 수출 증가는 2003년 일본 총수출 증가의 32%를 차지하였
으며, 한국과 대만에서도 대중 수출의 수출 증가에 대한 기여
도는 각각 36%와 68%에 달하였다.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그
정도는 다소 낮지만 미국과 유럽의 수출증가도 중국의 수입 증
가에 힘입은 바 큰데, 2003년 독일 총수출 증가의 28%가 대
중 수출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수출 증가의
21%가 대중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원자재 시장의 주요한 수요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가파른 수요 증가세로 인해 국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원자재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3년 기준으로 알루미늄 25%, 철강
27%, 철광석 30%, 석탄 31%, 시멘트 40%에 달하였다. 중
국은 세계 원자재 소비에서 큰 비중을 점할 뿐만 아니라 그 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제 시장의 수요증가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 기여
율은 31.2%에 달하며, 세계 비철금속 수요 증가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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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강재 소비 증가 기여율은
81.6%에 달하였다.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는 2003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95~2003년간 세계 석유수요 증가의
25%, 천연고무 수요 증가의 51%가 중국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세계 대두 수요 증가 7,000만톤 중 36%인 2,500만
톤이 중국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국제
무역을 증가시키고,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부추기는 등 긍정적
인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원자재 수요의 급증을 통하여 세계경
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
역 중심의 중국의 무역 증대는 해상 물동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부품 및 완제품 등 화물의 컨테이너화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크게

<표 Ⅱ-3>

중국 수입의 국별 비중
단위 : %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1.5

41.0

47.1

53.5

53.1

52.8

아세안

3.4

5.6

7.4

9.3

10.4

11.3

일본

26.5

14.2

21.9

17.8

18.1

18.0

한국

...

0.4

7.8

10.0

9.7

10.4

대만

...

...

11.2

11.3

12.9

12.9

EU

15.8

17.0

16.1

13.3

13.1

12.9

미국

19.6

12.2

12.2

9.6

9.2

8.2

아시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nd CEIC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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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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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총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3

일본

3.9

7.1

2.1

5.0

6.3

9.6

13.6

한국

0.0

0.0

0.0

7.0

10.7

14.7

20.5

홍콩

6.3

26.0

24.8

33.3

34.5

39.3

42.7

싱가포르

1.6

1.5

1.5

2.3

3.9

5.5

7.0

인도네시아

0.0

0.5

3.2

3.8

4.5

5.1

7.4

말레이지아

1.7

1.0

2.1

2.6

3.1

5.6

10.8

필리핀

0.8

1.8

0.8

1.2

1.7

3.9

12.0

태국

1.9

3.8

1.2

2.9

4.1

5.2

7.1

인도

0.3

0.3

0.1

0.9

1.8

4.2

6.4

EU

0.8

1.8

1.2

2.2

2.7

3.4

4.2

미국

1.7

1.8

1.2

2.0

2.1

3.2

3.9

독일

0.6

1.2

0.6

1.5

1.6

2.2

2.6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EU의 경우 EU 내부 거래를 조정.

<표 Ⅱ-5>

주요 상품의 세계수요 증가분과 중국의 기여

세계와 중국의
수요

단위

1995년

2000년

세계알루미늄 수요
중국

만톤

2,006
170

2,481
332

2,700
500

694
330

48%

세계 석유수요
중국

만b/d

6,990
342

7,590
498

7,810
543

820
201

25%

세계 대두 수요
중국

100만톤

131
14

161
23

201
39

70
25

36%

세계천연고무 수요
중국

만톤

646
84

729
108

739(02년)
131

93
47

51%

자료 : Marubeni 연구소, 中國經濟の展望, 2004.

2003

’95~’03
증가분

중국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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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곡물, 철광석 등의 수요 증가는 벌크선, 특히
파나마막스급 벌크선의 운임을 크게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으
며,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는 미국의 석유 해외의존도 증가와
함께 대형 탱커의 운임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국제적인제조업기지
1) 국제적인 제조업 기지로의 부상
중국은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세계의 제조업 기지
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 중 450개 사가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강, TV 등의 제품
에 있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
생산대수는 440만대로 세계4위, PC는 세계 2위를 점하고 있
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업 생산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는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파악하면 아직은 세계의
6.5%(2001년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

<표 Ⅱ-6>

중국의 세계 점유율이 1위인 제품

품목

중국생산

중국 점유율

품목

중국생산

중국 점유율

조강

27억톤

15%

카메라

832만대

69%

질소비료

2,477만톤

24%

전화기

7,140만대

45%

TV

4,911만대

37%

냉장고

1,290만대

17%

세탁기

1,344만대

25%

자료 : Marubeni 연구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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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제조업의 세계 점유율(부가가치 기준)
단위 : %

미 국 일 본 독 일 중 국 영 국 프랑스 이태리 아세안 한 국 멕시코
1990년

24

17

10

2.7

4.7

5.3

5.7

1.6

1.5

1.1

2001년

27

15

7.1

6.5

4.3

3.8

3.7

2.2

2

1.9

자료 : World Bank(2003).

계 4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24%, 일본의 43%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의 생
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제조업 기지로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대외 무역 역
시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1990년 621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
국의 수출은 2003년에는 4,38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80%에 불과하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3년에는 5.9%로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 되었다.
특히 세계의 주요 소비재가 각축을 벌이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대
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1 9 9 0년 5 . 1 %에서 2 0 0 3년에는
18.5%로 증가하였으며, 일본과 EU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각
각 12.5%와 8.9%에 달한다.
중국의 주요 수출상품은 가공무역 위주의 완구,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과 농산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첨단산업 위주
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총 수출에서 첨단제품 및
기계설비 제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첨단제
품과 기계 및 설비제품 수출금액은 2,275억 달러로 전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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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중국의 대외수출 추이
단위 : 억달러

10000

7500

5000

2500

0
1978

1989

1992

1995

교역량

1998

수출

2001

2003

수입

자료 :「2004 中國統計年鑑」.

<그림 Ⅱ-2>

주요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14.0
12.0
10.0
8.0
6.0
4.0
2.0
0.0

90

92

미국
자료 : IMF.

94

일본

96

중국

98

00

독일

02

한국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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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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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품의 주요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단위 : %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미국

1.4

3.1

5.1

10.7

14.5

18.3

18.5

일본

0.0

0.5

3.2

6.3

8.6

11.1

12.5

EU

0.6

0.7

2.0

3.8

6.2

7.5

8.9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주 : EU의 경우는 EU 내부 거래는 제외.

금액의 51.9%를 차지하는데, 이들 제품의 수출에 있어 외자
계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중국의 수
출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2) 세계 최고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
중국의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로서의 부상은 외국인 직접투자
의 지속적인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2003년 중국의 외국인 자
본 유입규모는 5 3 5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하였으나, 대외개방 초기에 외국인 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4) 외자계 기업이 중국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의한 신기술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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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외개방을 보다 심화하고,“시장을 내어주고 기술도입
과 외국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외국인 자
본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 500대 기업 중 약 300개 기업이 중국에 생
산기반을 구축할 정도로 외국인 자본의 중국내 투자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은 더욱 개선되고 있으며,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다소 둔화되던 외국인 투자도 2001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2003
년 기준 전체 외국인 투자의 69%가 제조업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는 중국을 국제적인
제조업 기지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
국이 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과도 무
관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외자계 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 특히 대외교역에서 점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2003년
기준 외자계 기업의 생산총액은 2조 6,932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9%이다. 같은 해 외자
계 기업의 수출총액은 1,7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 4383
억 달러의 38.8%에 달한다. 전체 무역총액 및 수입에서 점하
는 비율도 동일하다.
최근에는 중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을 확
대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5) 주요 다국적
기업들도 R&D의 현지화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중국에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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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지를 구축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생산기반
확충뿐만이 아니라 기술기반 확충에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현지에서의 기술개발에 대
한 다국적 기업들의 필요성 등에 따라 중국 내에 다국적 기업
들의 R&D 센터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7) 또한

<그림 Ⅱ-3>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 추이
단위 : 억 달러

600

527 535

500
375 417

400

453 455

469
403 407

338
275

300
200
100

110
31 17 34 35 44

0
1979~1984

1991

1995

1999

2003

자료 :「중국통계연감」.

5)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는 해외 선진기술도입의 가속화와 외자유치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2003년 6월‘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력 산업목록’을 발표하였는
데, 여기에는 전자·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닉스, 생물의약 등 11
개 분야의 917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산업연구원 외, 2004, p.195)
6) 중국에 R&D 센터를 세운 다국적 기업으로는 Motorola, IBM, Lucent, Dupont,
P&G, GE, GM, Volkswagen, Intel, Siemens, Novo Nordic 등이 있다. 이들
R&D 센터들은 주로 상해와 북경에 집중해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화공,
자동차, 의약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다(산업연구원 외, 2004, p.199).
7)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제조업 투자를 통하여 이
루어지지만, 기술개발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 서비
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의 5,7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2억 5,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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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최근 종래의 신규 법인 설립위주의 외국인 투자 유
치 정책으로부터 인수합병(M&A)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정
책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시킴에 따라 M&A
를 통한 대중국 투자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M&A 관련 법규를 잇따라 제정하면서 M&A를 적극
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이러한 M&A
장려는 이를 통하여 국유기업의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4) 투자국으로서의중국
1) 중국 해외투자 증가의 배경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자
본의 중국 진출이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
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와는 다른 방
향의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 정책이 그것이다. 해외직접투자, 중국식 표현에 의하면 走
出去는 2 0 0 2년에 국가 전략으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즉,
2002년 당시 국가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석광생 부장은“중국기
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의‘세계 6위의 무역대국’,‘세계 제2위의 외완보
유국’등을 들었다.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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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농업개발, 생산거점 설립, 해외 주식지장에의 상장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M & A를 비롯하여
R&D 센터의 건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중
국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
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경제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외
부 압력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과 산업정책, 혹은 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 배경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각종 공식·비공식 발표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세계 2위의 외환보유
국 및 세계 6위의 무역 대국으로서의 경제적 위상 강화를 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실력 향상으로 중국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실시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마
련해 주었다.
해외투자는 대 중국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중국의 저임을 무기로 외자를 쉽게 흡수하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다. 선진국으
로부터는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위안화의 저평가
에 기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비판
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외부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산업정
책이나 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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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국은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소비시장을 무기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흡수한다는‘기술우물정책’을 추
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중국 기술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기술우물정책’만으로
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기술도입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의 해외직접투자, 특히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기술도입 정
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기업집단화와 관련된 정책이다. 중국 산업정
책 가운데 산업조직 정책의 중점은 국유기업의 국가경쟁력 제
고에 있으며, 기업집단화는 이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추진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자산의 주식제 경영, 합병, 연합 등
의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
소형 국유기업을 대기업 일관 생산체계의 일원으로 개조시켜
전문화된 생산경영 기업집단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중국에서도 글로벌화된 기업이 속속 늘어
나고 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 가운데에는 중국기
업이 11개 포함되어 있는데, 海爾(가전)，紅塔山(담배) 등이
대표적이다. 즉 기업집단화 정책은 당초 해외시장에서 수출경
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해외경영
(해외투자)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변화ㆍ발전했다는 것이
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정책(집단화)의 결과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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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해외투자 현황과 전망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는 1979년에 시작되었으나 본
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90년대 후반 및 2000대에 들어서면서부
터이다. <표 Ⅱ-10>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해외투자 금액
은 93억 4000만 달러, 6,960건(이상 인가기준)에 이른다.8)
평균 투자금액은 약 134만 달러로 선진국의 평균 해외투자
금액 600만 달러는 물론 개도국의 평균 해외투자금액인 450
만 달러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 0 0 2년 한 해의 해외투자 통계를 보면 9억
8,300만 달러 350건으로 건당 투자 금액은 280만 달러를 넘
어서고 있다. 여전히 개도국의 평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투자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9>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건수

금액

1991

270

760

1994

4,557

5,524

1998(상반기)

5,666

6,000

1999

5,976

6,950

2002

6,960

9,340

자료 :“中國企業’走出去’面面觀”，「國際先驅導報」, 2003. 9.
주 : 누계, 인가 기준.

8) 금융기관의 走出去 350건 9억 8,300만 달러는 제외된 통계이다.

44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
는 가운데 유럽, 북미 등이 뒤를 잇고 있다(건수 기준).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는 홍콩 및 마카오를 비롯하여 ASEAN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과 이들 지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 특히 화교자본을 매개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SEAN 각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기업
을 유치하기 위해 베라 주 탄쥰마림 지구에 공업단지를 건설한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중국내 글로벌화된 기업이 증가하면서 선진국으로
의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海爾集團(미

<표 Ⅱ-10> 중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走出去) 현황(인가기준)
단위 : 건수, %, 억 달러

2002년
건수
아시아

비중

금액

2002년 말 현재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41

40

6.1

62

3,672

53

54.8

59

7

2

0.8

8

62

1

1.1

1

유럽

63

18

0.7

7

1,194

17

5.6

6

아프리카

36

10

0.6

6

585

9

8.2

9

북미

45

13

1.5

16

847

12

12.7

13

중남미

46

13

0.4

4

362

5

6.6

7

대양주

19

6

0.5

5

300

4

5.5

6

계

350

100

9.8

100

6,960

100

93.4

100

한국

자료 : 中國對外經濟貿易白皮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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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탈리아), 春蘭集團(미국, 일본, 이탈리아), 万向集團(미
국, 영국, 독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선진국도 있다. 영국의 경우 2003
년 6월 복건성 복주에서 중국기업 유치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스웨덴은 이 보다 앞선 2002년 상해에서 중국기업 유
치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다. 즉 중국의 해외직접투
자 전략에서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최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초창기에는 무역사무소, 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 광산 채굴, 농업 개발 및 음식업 등 서비스업과 자
원개발에 집중되었다(「國際先驅導報」2003). 이러한 투자는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확대 노력(무역 사무소 개설), 상대적으
로 적은 자본으로 비교우위 활용 가능(음식업) 그리고 중국 내
에너지ㆍ자원 부족 등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에는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海爾集團을 비롯하여 康住(KONKA)集團, 聯想集團
등 400여개 중국 기업은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 등을 세
계 각지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
적이 자원개발 등에서 시장개발 및 연구개발로 이전하고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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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 전망
(1) 중국경제전망
1)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
한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노동력 및 자본 스톡의 증가, 그리
고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국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반으로 한 자본투자의 증가와 노동력 공급의 증가로 지난 20
년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낮은 자본 스톡에 기인하는
높은 생산성 증가도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러한 요인들이 당분간 소멸하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2020년경까지는 성장을 지
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동력 증가속도의 둔화
라던가 자본 스톡 증대에 따른 수확체감 법칙의 작용 등을 고
려할 때 201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먼저 노동력 공급 증가는 대략 2010년을 기점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
루어진다면 성장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출산
률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의해 1987년을 피크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15년 후인 2003년에는 피크 시기의 절반 정도가
되었다. 1987년에 태어난 연령이 현재 노동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노동력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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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사망률 및 인구 자연증가율 추이
단위 : %

1980
출생률
사망률
자연
증가율

1985

1987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18.21 21.04 23.33 21.06 17.12 14.03 13.38 12.86 12.41
6.34

6.78

6.72

6.67

6.57

6.45

6.43

6.41

6.40

11.87 14.26 16.61 14.39 10.55

7.57

6.95

6.45

6.01

자료 :「中國統計年監 2003」.

년 이후에는 반감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노동력 공급의 제약이 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약 1억 5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
이 원활하게 2차 및 3차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노동력은
성장에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 스톡의 증가에 따른 수확체감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기
여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붐,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 등에 따라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 등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도로 감소할 요인은 많지 않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저축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2020년
경까지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가계획생육위
원회에 의하면 고령화 비율은 2015년경까지 10%를 하회하다
가 2020년경부터 10%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높아지며, 2035
년경에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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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기술 진보
에 있어서의 후발자의 이익 향수 등에 따라 높은 총요소 생산성
증가 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1990~2000년 사이의 총
요소 생산성은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9) 자
본스톡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생산성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
으며, 높은 교육수준에 따른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생산성 향상의 큰 요인이었다. 매우
낮은 기술수준에서 시작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등
을 통하여 급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흡수함으로써 기술진
보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패턴은 향후에도 당분간 유효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향
후 20년 이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기술우물정책 등 기술개발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 가입에 따른 대
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외국 기술의 흡수를 통한 기술진보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크게 경제적 리스크와 정치·사회적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경제적 리스크는 과잉투자에 이은 경착륙의 위험, 국유기
업 및 금융기관 부실의 문제,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 등이
며, 정치·사회적인 리스크는 실업의 증가, 빈부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 통합의 붕괴, 그에 따른 공산당의 리더쉽 약화 등으

9) Morgan Stanele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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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투자와 그에 따른 경기과열은 중국 경제관리 시스템 내
에 자리하고 있는 경향으로 중앙정부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 국유기업 및 금융부실
문제는 중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위협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에 의한 이들 분야의 개혁
이 느리지만 진행되고 있고, GDP의 40% 정도로 추정되는 금
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중국과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감당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물론 금융·기업개혁이 지
체되고, 부실채권이 계속 누적되어 금융긴축이 강도 깊게 추진
될 경우 경기의 심각한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다만 이 경우에도 1980년대의 중남미나 1990년대 동아시
아와 같은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세계 2위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실물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환위기를 수반
하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
문이다.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의 확대는 자동차, 정유 등 일부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큰 영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WTO 가입
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투자 기업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중국이 월드 스탠다드에 보다 근접하게 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중국진출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다만 2006
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금융부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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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 개
방 문제는 위안화 절상 압력과 함께 중국경제의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금융시장의 전면 개
방을 앞두고 금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위
안화 가치 및 평가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국에는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불안 요인들이 잠
재해 있으며,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사회통합을 현저하게 저해
시킬 경우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사회불안 문제는 실업문제이다. 노동집약적 산업구
조에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대규모 잉여노동력이 발생하고, 농촌
으로부터의 신규 노동자의 유입도 지속되고 있어 도시부문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10대로 추정되고 있다. 연안도시 중심의 경
제성장으로 도시와 농촌간, 연해지방과 내륙지방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 초기의 2.5배에
달하며, 지니계수는 1984년 0.215에서 2002년에는 0.425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
한 반감이 결합되어 일당체제에 대한 대중적 저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회 불안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힘들겠
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한 당분간은
격렬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여 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신규 노동력 유입도 줄어들
고 있어 실업에 따른 사회적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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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에 의한 강력한 지배의 유지와 대안적인
세력의 부재로 사회적 불만이 어느 정도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다.
2) 중국 경제 성장 전망
노동인구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방출된 노동력 및 농촌의 과잉 노동력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기회의 창출은 정치적 안정을 위
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재 7% 이상의 고도성장이
정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인구 증가율 하에
서는 매년 신규 노동인구 유입이 640~900만명 정도이며, 여
기에 국유기업 정리로 매년 30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유입
된다고 하면 연간 900~1,200만명의 취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7%의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성장률
은 7%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인구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상정하고 GDP의 고용탄력성
이 현재와 같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성장률은 현재
의 절반인 3.5%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고용흡수효
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혹은 기술집약적 산
업으로 변화하고,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요구되
는 최소한의 성장은 3.5%보다는 높아질 것이지만 현재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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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9% 수준이라는 것이 중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
았듯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이 소멸
되지는 않겠지만 2010년 경 이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중국 중앙정
부가 큰 정책적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의 성장은
상한인 성장 잠재력과 하한인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성장률 사
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경부터는 성장 잠재력
과 정치적 하한선이 동시에 낮아질 것이므로 중국경제의 실제
성장률 역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2 0 0 2 ~ 2 0 1 0년은 연평균 7 . 9 %의 성장을,
2010~2020년간은 연평균 6.6%의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경제가 이러한 추세로 성장한다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2010년에 세계 4위, 2020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의 경제구조의
변화 역시 제시하고 있다. 2000~2010년간에는 ▲경제구조의
대조정 및 경제 시스템의 최적화, ▲2010년 국민 생활수준 전
면적인‘소강’상태 도달, 중동부 지구 등 일부 지역은‘부유’
상태 도달, ▲중대형 도시와 일부 연해지구에서는 후기 공업화
또는 정보화 사회로 전환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2010~
2030년간에는 ▲전면적인 공업화 완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
보화를 실현, ▲과학기술은 전면적으로 당시 국제 선진수준에
접근,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 선진수준 도달, ▲국민의 평균 생
산수준은 당시 중진국 수준에 도달, 일부 지구 및 대소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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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생활수준이 당시 선진국 수준에 도달 등이, 그리고
2031~2050년에는 ▲2050년 GDP 규모는 미국에 근접한 세
계 제2위, ▲과학기술 수준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 ▲국민
경제의 전면적인 정보화를 달성, ▲국민의 생활수준은 당시 선
진국 중 중위권 수준에 도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은행, Global Insight 등 주요 기관들 역시 중국 정부

<표 Ⅱ-12>

중국에서 예상하는 2020년 중국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캐나다

1997

9,020 80,799 39,020 20,346 13,573 13,009 11,088

5,983

2000

11,521 85,745 39,406 21,591 14,404 13,805 11,767

6,349

2010 26,0478 104,522 48,036 26,320 17,558 16,829 14,314

7,740

2020

9,435

52,206 127,412 58,556 32,084 21,403 20,514 17,485

자료 : 李成勳 편, 「2020年的中國經濟」, 1999, KIET 외(2004)에서 재인용.

<표 Ⅱ-13>

주요 기관별 장기 성장전망
2000~2010

2010~2020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7.9
7.0

6.6
5.5

세계은행

6.9

5.5

2000~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Global Insight
7.9

6.8

6.4

6.2

자료 : 國務院發展中心, 「中國經濟增長的展望」, 2000 ; World Bank, China
2020, 1997 ;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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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중국이 2020년까지 약 5~7%
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은행
의 2000~2010년간 전망이 다른 전망기관보다 낮은 것은 최
근의 높은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Global
Insight의 경우 2003년의 전망치와 2004년의 전망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Morgan Stanley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현재의 미국 수준인 1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중국경제는 2010년경까지는 7% 내외의
성장을,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경까지는 6% 내외의 성장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국경제의세계경제에의역할 전망
중국경제가 세계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하는 바대로 2010년
경까지 7% 내외의 성장을 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
내외의 성장을 한다면, 2020년에 2000년 GDP의 4배로 성장
한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는 다소 낮겠지만 현재의 일본
수준의 경제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4~2010년간
8%, 2011~2020년간 6% 성장을 가정하면 2020년의 GDP
는 2000년의 4배가 되며, 일본의 90%가 된다.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상정하면 2020년 GDP는 2000년의 3.5배가
된다.
중국경제가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되지만 2020년까지 상대
적인 성장추세를 지속한다면 세계경제에서의 중국경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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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의 증가를 이끌어 가는 주요 주체로서의 역
할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지속과 그에 따른 1인
당 GDP의 증가 등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진출 동기가 종래의 생산
코스트의 절감으로부터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로 무게중심이 이
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최근 중국 기업이 IBM의 PC 부문을 인수한 것에서 상징적
으로 나타나듯이 중국 기업들의 서서히 세계 경제에서의 주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수년내 본격
화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자본의 유치국으로서의 중
국뿐만 아니라 자본 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본격화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2003~2004년의 투자과잉이 세계의 원자재 파
동을 초래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부품, 에너지의 수입을 통한 생산 및 수출확대라는 형태로 성
장하는 중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
에 없음을 감안할 때, 중국경제의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불균
형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 역시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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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중국경제 역할에 의한 한·중 관계의 다양성

Ⅱ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
지하는 각종 역할 및 위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역할 및
위상은 시장역할, 제조업 기지 역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대
거 탄생으로 인해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하는 역할(해외투자
자)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역할 및 위상은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어우러져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하
면 국내시장에서도 중국 제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
였으며, 이는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로 연결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중견기업을 인수하는 중국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 우리에게 위협으
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만 다가오는 것
은 아니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시장으
로 대두된 점이 대표적이다. 실제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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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에 기여하며, 글로벌 경영차원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 중국 시
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즉 중국의 경제발
전은 우리에게 기회 요인으로도 그리고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
하는바 양국간 경제관계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된다면 양국간 경제관
계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한·중 양국간 경제관
계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분석
의 편의를 위해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성을‘세계 시
장10)에서의 경쟁자’, ’수출 견인차(부품·소재),‘시장 제공자
(소비재)’등 시장 관계 측면과‘산업구조 조정 촉진 및 산업
공동화 초래 요인’그리고‘국내 투자자’등 생산 관계 측면으
로 나누어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출 가운데 소비재(시장 제공
자)와 부품·소재(수출 견인차)로 구분하는 이유는 중국에 세
계경제에서의 역할에도 기인한다. 중국이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할 때에는 한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에 대응되며, 제조업 기지
역할을 할 때에는 한국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에 대응되기
때문이다.

10) 여기서 시장이라 함을 국제 시장 및 국내시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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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관계
(1) 세계 시장 경쟁자
1) 산업 전반
중국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강력한
경쟁상품으로 대두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보다 자
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는 시장 점유율과 RCA(현
시비교우위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 비
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시장 점유율을 통한 비교
중국은 80년대 초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수출산업 육성
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90년대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 1985년 및
199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동 점
유율에 비해 약 0.2%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중반 이후부터는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시장 점유
율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의
격차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그림 Ⅲ-1> 참조).
주요 산업별 비교에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은 1996년 이후 주요 산업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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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에서 한·중 시장 점유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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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KOTIS.

과 중국간 점유율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1>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노동집약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의류, 목재·종이, 잡제품 등에
서는 1996년에 이미 중국의 점유율이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둘째, 1996년 당시 한국의 점유율이 중국을 앞서고 있었으
나 그 이후 점유율이 역전된 업종도 있다. 전자·전기 산업, 기
계·설비 산업 및 플라스틱·고무 산업이다. 이들 업종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계·설비 업종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지는 것
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1996~2002년 기간동안 한국의 점
유율이 계속해서 높긴 하나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업종도
있다. 자동차 및 수송기계가 대표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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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한·중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추이 비교(1996~2002)
한국

주요 산업
96

97 98

99

중국
00 01

02

96 97

98

99 00

01

02

전자, 전기 5.5 5.6 5.1 5.6 5.6 5.2 5.9 3.7 4.0 4.3 4.8 5.5 7.0 8.9
기계, 설비 2.0 2.0 1.7 2.5 3.6 3.0 3.4 1.6 1.9 2.2 2.5 3.3 4.2 6.1
자동차,
수송기계

3.6 3.4 3.2 3.2 3.6 3.7 3.8 0.7 0.9 1.0 1.0 1.3 1.3 1.4

플라스틱,
고무

3.8 3.9 3.8 3.9 4.2 4.0 4.2 2.4 2.9 3.1 3.1 3.6 3.9 4.4

철강,
비철금속

3.1 3.3 3.8 3.7 3.7 3.4 3.4 3.6 4.3 4.1 4.3 5.2 5.3 5.9

음식료,
담배

0.9 0.9 0.8 0.9 0.9 0.8 0.8 3.9 4.1 3.9 3.9 4.6 4.6 4.9

섬유, 의류,
14. 15. 15. 16. 18. 19.
6.2 5.8 5.4 5.5 5.7 5.0 4.6
21.4
신발, 가죽
2
8 8
2
5
3
목재, 종이,
0.9 1.0 1.2 1.2 1.2 1.1 1.1 1.8 2.0 1.8 2.0 2.4 2.8 3.2
서적
잡제품

4.2 4.3 4.8 2.5 1.8 1.4 1.4 6.4 7.5 8.1 8.4 9.3 9.8 11.8

자료 : OECD 무역통계.

셋째, 1996~2002년 기간동안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긴 하나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업종도 있다. 자동차 및 수
송기계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높은 점유율 격차가 유지되고 있
으나 격차가 조금씩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은 전산업
에 걸쳐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위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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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CA를 통한 비교
시장 점유율에서는 국가간 경제규모가 고려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국가간 경제규모가 고려된
RCA 지수를 통해 한·중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비교해보
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요산업과 비교연도를 <표 Ⅲ-1>과 동
일하게 작성했다. <표 Ⅲ-2>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섬유·의류, 목재·종이 및 잡제품 등의 제품을 보면, 1996년
에 이미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즉 노동집약 산업
으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을 통한 비교와
RCA를 통한 비교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1996년 당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앞섰으나 2002년 현
재 한·중 경쟁력이 역전된 전자·전기 및 기계·설비 산업을 보
면, 2002년이 되어서도 RCA를 통한 경쟁력에서는 역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한
국의 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국의 경쟁력을 강
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동 업종에 노동집약 제품이 많
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추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기계·설비 업종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되는 정도는 중국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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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한·중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RCA 지수 비교(1996~2002)
한국

주요 산업
96

97 98

99

중국
00 01 02

96 97

98

99 00

01

02

전자, 전기 1.84 1.82 1.72 1.79 1.63 1.68 1.84 1.02 0.98 1.05 1.13 1.12 1.29 1.39
기계, 설비 0.68 0.66 0.59 0.79 1.06 0.96 1.08 0.45 0.46 0.55 0.60 0.66 0.77 0.95
자동차,
수송기계

1.18 1.09 1.07 1.01 1.04 1.20 1.19 0.20 0.21 0.24 0.23 0.27 0.25 0.22

플라스틱,
1.27 1.26 1.29 1.25 1.24 1.31 1.30 0.66 0.71 0.75 0.73 0.73 0.72 0.69
고무
철강,
비철금속

1.03 1.08 1.30 1.19 1.08 1.11 1.05 1.00 1.06 1.00 1.03 1.06 0.98 0.93

음식료,
담배

0.30 0.29 0.28 0.29 0.26 0.27 0.24 1.06 1.00 0.94 0.91 0.92 0.85 0.77

섬유, 의류,
2.07 1.88 1.81 1.77 1.66 1.62 1.46 3.91 3.85 3.86 3.83 3.74 3.55 3.35
신발, 가죽
목재, 종이, 0.30 0.33 0.40 0.39 0.36 0.37 0.33 0.49 0.49 0.45 0.46 0.49 0.51 0.51
잡제품

1.40 1.42 1.42 0.81 0.52 0.52 0.44 1.74 1.82 1.97 1.98 1.87 1.81 1.86

자료 : OECD 무역통계.

플라스틱·고무 업종에서는 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점유율
비교에서와는 달리 RCA비교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소폭의
범위 내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6~2002년 기간동안 플라스틱·고무 업종에서 한·중 양국
간 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수송기계 산업에서는 한·중간 여전히 높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항
은 시장 점유율 비교에서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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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보아 RCA를 통한 한·중간 경쟁력 비교는 시장
점유율을 통한 비교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업
종에서는 이미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업종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
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각종 제품의 한·중간 경쟁은 점차 치
열해지고 있다 하겠다.
2) 섬유산업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인 섬유산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섬유산업은 크게 섬유류(섬유 소재)와 의류로 구분된
다. 이에 따라 여기서도 섬유 소재와 의류로 나누어 논의하기
로 한다.
한편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RCA지수를 통한 비교를
우선 언급하기로 한다.
① RCA지수를 통한 비교
의류 시장 비교
<그림 Ⅲ-2>는 1990~2002년 기간동안 의류의 한·중간
RCA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2002년의
RCA지수가 199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국이나 중국의 RCA지수가 감소한 것은 RCA지수의 성
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양국의 수출 구조가 크게 고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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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국가 전체의 수출 가운데 의류
의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11)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경우를 닮아가고 있다. 당초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육성
에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의류, 신발 및 완구 등의 제품이 수
출을 주도했으며 1992년에는 중국 전체 수출 가운데 섬유 및
의류가 42%를 차지하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집약
산업의 성장 기반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자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게 된
다. 실제 중국의 수출 가운데에는 전자부품, 전기제품 및 범용
IT기기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2>

한·중 의류의 RCA 지수 비교

RCA 지수
6.0
4.9
5.0
4.0

5.3
4.9

4.1

3.9

3.0
2.0

1.3

변화율(95~02)
한 국 : -39.1%
중 국 : -22.4%

1.1

1.0
0.0

1.0
1990

1995

한국
중국

4.7

1998

2000

0.8
2002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년도.
IFS,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각년도.

11) 실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에는 90년대 이후 의류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및 IT기기 등이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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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기준 한·중 양국의 의류 RCA지수가 1990년에 비
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경쟁력에서는 큰 격차를 보
이고 있다. 2002년 한국 의류의 RCA지수는 0.8로서 세계 시
장 경쟁력에서 비교 열위에 있다. 반면 2002년 중국 의류의
RCA 지수는 4를 넘어섬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의류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경쟁력은 중국에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섬유류 시장 비교
<그림 Ⅲ-3>은 섬유류에서의 한·중간 세계시장에서의 RCA
지수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1998년을 기점
으로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섬

<그림 Ⅲ-3>
4

RCA 지수
3.8
3.1

3

한·중간 세계시장에서 섬유류 RCA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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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5

2.7

3.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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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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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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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표 Ⅲ-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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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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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경쟁력(RCA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중국정부가 1990년
이후 수입에 주로 의존하던 기초 소재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
면서 섬유류의 자급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2년 기준 한·중 양국의 섬유류 RCA지수는 1을 크
게 초과하고 있어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시장 점유율을 통한 비교
앞에서 RCA지수를 통해 한·중간 세계시장에서의 의류 및
섬유류 경쟁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경쟁정도는 시장 점유
율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의류 시장 점유율 비교
<그림 Ⅲ-4>는 1990~2002년 기간동안 한·중간 의류 시
장 점유율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1990년 중국의 의류시장 점
유율은 이탈리아 등에 뒤지고 있으나 1995부터는 앞서기 시작
했으며 이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1990
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경쟁력(시장 점유율)이 점차 강화된 것은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세계 의류생
산 기지로 부상한데 기인한다. 2002년 현재 세계 의류시장에
서 한국의 순위가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도 뒤지고 중국을 비롯
한 터키 등 개도국에도 뒤진다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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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중 세계 의류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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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각년도.
주 : 수치는 세계의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각 국가별 비중임.

선진국에 저부가가치 제품에서는 개도국에 비해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
은 비율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한국의 제품 특히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의류 제품이 중국에 의해 일부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섬유류 시장 점유율 비교
<그림 Ⅲ-5>는 <그림 Ⅲ-4>와 같은 기간 동안의 한·중간 섬
유류 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것이다. 섬유류 시장 점유율에서는
의류 시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섬유
류 시장 점유율은 1990년 6.9%로 독일, 이탈리아,홍콩에 이
어 4위였으나 1995년에는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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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1990년에 비해
2002년에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점유율에서는 90년대 중반 이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외자유치 및 국내 설비투자 증
가 등을 통해 생산 설비를 크게 확장한 데 기인한다. 한국의 점
유율이 하락한 것은 중국을 비롯한 인도 등 후발개도국들의 생
산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5>

한·중 세계 섬유류시장 점유율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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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그림 Ⅲ-4>와 동일
주 : 수치는 세계 섬유소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각 국가별 비중임.

12) 미국의 섬유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멕시코 등 CBI국가로의 가공무역 투자가
확대된데 기인하며 여타 선진국(독일, 프랑스, 벨기에)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
은 터키 및 인도 등지로의 글로벌 소싱 확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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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섬유류 시장 점유율에서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이
포진한 것은 섬유류가 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기술 집
약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의 점
유율이 하락한데 비해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시장 점유율
이 상승한 것은 선진국으로부터 이들 개도국으로의 투자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12)인 것으로 풀이된다.
섬유류에서도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겠다.
섬유류의 품목별 한·중간 점유율 비교
<표 Ⅲ-3>에 의하면 2002년 현재 한국이 중국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은 편직물과 화섬분야이다. 편직물의 경
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1996년 11.9%에서 2002년 17.9%로
크게 상승하여 1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동 품목에서 중국의 점
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
다. 편직물에서 한국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화섬장섬유직물의 경우 중국의 점유율이 1996년 2.2%에서
2002년 현재 13.9%로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모습이다. 동 품목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2년 현재 17.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90년
대 중반 이후 중·저가품에서 중국 등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시
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섬장섬유사와 화섬원료에서도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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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한·중간 섬유류 주요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한국

중국

1996

1999

2002

1996

1999

2002

화섬원료

11.7

13.0

11.2

0.4

0.7

1.8

섬유사

5.8

6.0

5.9

8.7

10.5

13.8

견사

11.8

2.4

0.9

50.3

60.4

66.2

모사

1.4

1.7

1.0

14.0

20.7

21.7

면사

4.9

3.8

2.3

11.0

12.1

20.3

화섬장섬유사

8.1

10.0

10.4

1.6

2.2

3.9

화섬방적사

4.4

3.1

3.2

14.4

16.6

20.8

직물

12.2

11.6

10.4

8.3

9.0

14.5

견직물

16.3

12.3

10.4

23.7

26.2

31.0

모직물

2.0

2.9

2.5

2.8

3.4

6.2

면직물

3.0

3.5

3.5

16.2

15.4

20.2

편직물

11.9

15.7

17.9

6.5

7.1

13.3

화섬장섬유직물

30.2

23.2

17.7

2.2

3.9

13.9

화섬단섬유직물

7.4

5.7

5.3

13.9

16.3

20.4

자료 : OECD 무역 통계.

시장 점유율이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
을 드러내고 있다. 한·중간 품목별 비교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소결
지금까지 RCA지수 및 시장 점유율을 통해 한·중간 섬유산
업 경쟁력을 비교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쟁력 비교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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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의미에서 세계수입 신장률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해보기
로 한다. 세계수입 신장률 개념이 경쟁력 개념에 보다 명확하
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과 동시에 사용13)되는 것이

<그림 Ⅲ-6>

한국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 지도

Ⅱ. 상실

편직제의

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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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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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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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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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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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장섬유

-6

화섬장섬유직
화섬단섬유직
견직물
Ⅲ. 쇠퇴

15

면직

화섬방적
모직
-4
화섬원

12

-8

Ⅳ. 상승

자료 : 박훈(2004).
주 : X축은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1996~2002).
Y축은 연평균 세계수입신장율(1996~2002).

13) U N C T A D의 National Trade Map(National Export Performance vs
International demand)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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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중국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 지도

Ⅱ. 상실

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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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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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직물
Ⅳ. 상승

자료 : 박훈(2004).
주 : X축은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1996~2002).
Y축은 연평균 세계수입신장율(1996~2002).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세계시장 신장률 변화 방향과 시장 점유
율 변화의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가 <그림 Ⅲ-6> 및 <그림 Ⅲ7>이다. <그림 Ⅲ-6>은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지도를 그리고
<그림 Ⅲ-7>은 중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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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쟁력 지도를 통해서도 세계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 Ⅲ-6> 및 <그림 Ⅲ-7>이 제공하는 시사점은 한국에서
경쟁력이 상실(Ⅱ사분면)하거나 쇠퇴(Ⅲ사분면)되어가는 품목
들과 중국에서는 경쟁력을 확대(Ⅰ사분면)하거나 상승(Ⅳ사분
면)하는 품목들이 거의 중첩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쟁력 지도 설명>

Ⅰ. 확대(Champions) 품목군은 특정 품목의 세계수요
(수입)신장률이 세계평균신장률보다 높고, 제품의 세
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군 : 국제경쟁력이 높은
품목군
Ⅱ. 상승(Achievers in Adversity) 품목군은 특정 품목
의 세계수요(수입)신장률이 세계평균신장률보다 낮지
만,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품목군
Ⅲ. 상실(Underachievers) 품목군은 특정 품목의 세계
수요(수입)신장률이 세계평균신장률보다 높지만, 우리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군
Ⅳ. 쇠퇴(Declining Sectors) 품목군은 특정 품목의 세
계수요(수입)신장률이 세계평균신장률보다 낮고, 우리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한 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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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견인차: 부품·소재
1) 산업 전반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미국을 필두로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이 한국의 주요 시장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92년부
터 중국이 한국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2003년 9월을 기점으로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수출
규모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최대의
흑자를 가져다주는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
품들이 그리고 어떤 용도의 제품들이 많이 수출되는지를 파악
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소비재와

<표 Ⅲ-4>

한국의 용도별 對중국 수출구조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1992

1997

금액 비중
총수출
소비재
비소비재
부품·소재
기타

금액

2001

비중

금액

연평균
증가율
비 중 (92~03)

2003

비중

금액

2,654 100.0 13,572 100.0 18,190 100.0 35,110 100.0 26.5
155

5.8 1,405 10.3 1,968 10.8 4,127 11.8

34.8

2,499 94.1 12,166 89.7 16,220 89.2 30,971 88.2

25.7

-

-

28

1.1

6,416 52.7 9,631 59.4 19,526 63.0
1

0.0

0

0.0

12

0.0

20.4*
-

자료 : KOTIS. PMSD(부품·소재통계 시스템).
주 : 비소비재에는 자본재, 부품 및 소재 포함. 부품·소재의 비중은 비소비재 가
운데 차지하는 비중.
* : 1997~2003년 연평균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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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재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14)
<표 Ⅲ-4>에 의하면 소비재가 아닌 비소비재 즉 자본재, 부
품·소재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국 수출에서 비소비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시장 수출 전략을 수립할 때에 비소비재 전략이 우
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소비재 가운데에는 부품·소
재의 비중은 60%(2003년 기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중국 수출 전략을 마련할 때 소비재와는 구별된 부품·소재
별 별도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량 수출되는 부품·소재는 다양한 수요
처 및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구입할 수도 있으며, 내수용 완
제품을 만들기 위해 팔릴 수도 있으며 수출용으로 수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소재의 수요처나 용
도를 파악하게 되면 이들 품목과 관련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14) 용도에 따른 제품 분류는 무역협회 기준에 따른다. 무역 협회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
재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15) 한편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은 섬유 산업이다. 이미 Ⅰ장에서 언급한 대
로 섬유 산업은 소비재(의류)와 부품·소재(화섬원료, 사 및 직물)로 구분되는바 자
본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섬유 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재는 섬유 기계이다.
섬유 기계의 대중국 수출은 섬유 산업과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으나 섬유산업 그 자
체는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자본재(섬유 기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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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의 대 세계 수출과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과의 관
계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림 Ⅲ-8>은 중국의 대 세계 수출 추이와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추세는 1998년 이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품·소재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대 세계 수출이 한국의 대중국 부
품·소재 수출 유도에 일정 정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은 부품·소재를 통해 한국
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1998년 이후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그림 Ⅲ-8>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수출 증가율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 추이 비교
단위 : %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중국의 대세계수출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자료 : KOTIS, 부품소재 PMSD(부품·소재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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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 산업 : 섬유 부품·소재
① 직물이 수출을 주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에는 섬유 소재가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표 Ⅲ-5> 참조) 1997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에는 섬유 소재에 해당하는 직물이 2억
6,700만 달러로 3위를 그리고 섬유 원료가 1억 3,000만 달러
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에는 직물 및 섬유 원료 이외
에 섬유사가 10대 수출 품목에 새롭게 자리를 잡기도 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섬유 원료 및 섬유사가 10대 수출 품
목에서는 탈락했으나 직물은 16억 3,400만 달러로 여전히 10
위권 이내(7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섬유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
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섬유 소재를 품목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표 Ⅲ-6>은 한국의 대중국 섬유 소재 품목별 수출 추이를 나
타내고 있다. <표 Ⅲ-6>에 의하면 한국 섬유 소재의 대중국 수
출에는 편직물과 화섬장섬유사가 금액 면에서 각각 1위 및 2위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면직물이 연평균
13.2%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섬유 소재의 대중국 수
출에는 화섬장섬유사, 편직물 및 면직물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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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 소재의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

1997

2000

2003

연평균증가율
1997~2003

화섬원료

506,743

373,715

261,133

-10.5

섬유사

508,395

320,496

376,103

-4.9

천연섬유사

30,576

25,378

32,757

1.2

화섬장섬유사

428,052

247,112

308,159

-5.3

화섬방적사

49,767

48,006

35,187

-5.6

직물

1,432,095

1,667,163

1,633,565

2.2

견직물

20,740

13,503

14,199

-6.1

모직물

40,576

21,691

15,272

-15.0

면직물

66,225

96,922

139,308

13.2

화섬장섬유직물

393,958

418,820

297,167

-4.6

화섬단섬유직물

95,290

87,012

102,030

1.1

391,768

428,752

532,433

5.2

2,649,654

2,653,215

2,652,686

0.0

편직물
섬유산업 전체
자료 : KOTIS.

그런데 이러한 품목들의 대중국 수출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 Ⅲ-6>의 대중국 수출 추이뿐만 아니
라 양국간 무역특화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Ⅲ-7>에 한·중 양국간 섬유 소재의 품목별 무역특화 지수
가 나타나 있다.
편직물의 경우 1997~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5.2%의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3년 현재 1위의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양국간 무역특화 지수에서 한국이 강한 수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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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뒤받침하고 있다.
면직물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하여 대중국 섬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2.5%에서 2003년 5.3%로 2배 정도 높아졌다. 그러
나 양국간 무역특화 지수를 보면 한국이 약하긴 하지만 수입특
화를 보이고 있다. <표 Ⅲ-3>의 세계 시장 점유율(양국간 경쟁
력 비교)에서 중국이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면직물 품목에서는 양국간 제품 차별화 분업이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화섬장섬유직물의 경우 2000년에는 수출액이 1997년
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그 이후 반전되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에 따른 수입대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7-2003년 기간 내내 한국이 강
한 수출 특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화섬장섬유사의 경우, 1997년 현재 한국의 대중국 수
출금액은 4억 2,800만 여 달러로 전체 품목 가운데 1위를 차
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분업구조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강한 수출 특화를 나타
내고 있다.
화섬원료의 경우, 1997~2003년 기간 동안의 대중국 수출
은 연평균 10% 정도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
동 품목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한 수출 특화
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 품목에서 고분자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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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섬유 소재의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

1997

2000

2003

화섬원료

0.99

0.98

0.97

섬유사

0.37

0.03

0.09

천연섬유사

0.01

-0.48

-0.45

화섬장섬유사

0.65

0.53

0.61

화섬방적사

-0.39

-0.53

-0.63

직물

0.45

0.39

0.44

견직물

-0.69

-0.78

-0.65

모직물

0.82

0.28

-0.37

면직물

-0.11

-0.26

-0.24

화섬장섬유직물

0.73

0.76

0.79

화섬단섬유직물

-0.37

-0.49

-0.22

편직물

0.97

0.94

0.93

기타 직물

0.71

0.66

0.71

섬유산업 전체

0.41

0.14

-0.08

자료 : KOTIS.
주 : 한국 기준.

기술, 고속 방사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아직 이
러한 정도의 기술까지는 제대로 보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② 중국의 의류가 한국의 섬유 소재 수출을 견인
앞 항목에서 전산업에 대해 논의할 때, 한국의 대중 수출은
주로 부품·소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국의 대세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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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한국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과 중국의 대세계 의류
수출 추이 비교
단위 : %

80
60
40
20
0
-20
-40
1998

1999

2000

2001

중국의 대세계 의류수출

2002

2003

2004

한국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

자료 : KOTIS, 부품소재 PMSD(부품·소재통계시스템).
주 : 1998년 2/4분기~2004년 3/4분기.

이 증대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
고 있다고 했다. 이제 이러한 동반관계를 섬유 산업으로 좁혀
서 파악하기로 한다.
섬유 산업에서 중국이 대세계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의류 제
품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에는 섬유 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대세계 의
류 제품 수출 추이와 한국의 대중국 섬유소재 수출 추이가 동
일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림 Ⅲ-9>16)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9>에서는
<그림 Ⅲ-8>과는 달리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년도의
분기별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9>에 의하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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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섬유 소재 수출과 중국의 대세계 의류 수출은 한 분기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의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으로부터 의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 소재를 수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
다.17) 즉 중국 경제발전의 선봉에 선 섬유 산업이 세계 시장에
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됨과 동시에 한국의 수출을 견
인하는 기관차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시장 제공자: 소비재
1) 산업 전반
<표 Ⅲ-4>에서 대중국 용도별 수출 구조를 파악한 적이 있
다. 이 표에 의하면 소비재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10% 초반
대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비소비재에 비해 턱
없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35%
정도로 전체 수출 및 비소비재의 26.5%, 25.7%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기준 10대 수출 상품에는 소비재(무선통신
기기 : 휴대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표 Ⅲ-8> 참조). 이
는 소비재에 대한 대 중국 수출 전략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16) <그림Ⅲ-9>에서는 1998년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998년 이후 상황
을 파악해본 것은 <그림Ⅲ-8>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과 중
국의 대세계 수출이 1998년 이후 더욱 분명한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17) 이들 두 변수간 상관계수는 약 0.7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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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Ⅱ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
할수록 인민들의 소득은 증대되며 이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수
요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을 비
롯한 외자계 기업들은 중국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
팅 전략을 마련하여 중국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즉 향
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소비재 시장은 우리에
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표 Ⅲ-8>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2002

품목명
금액

2003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3,754

30.6

35,110

47.8

1

컴퓨터 부품

1,873

145.4

3,687

96.8

2

무선 통신 기기

2,225

343

3,115

40

3

철강판

1,281

17.9

2,387

86.4

4

합성수지

1,694

6.9

2,118

25.1

5

석유제품

1,172

-26.8

1,717

46.5

6

반도체

782

110.1

1,653

111.5

7

전자관

1,139

16.3

1,128

-0.9

8

석유화학합섬원료

811

24.8

1,077

32.8

9

자동차부품

169

116.2

944

459.5

10

석유화학 중간원료

570

48.7

872

52.9

자료 : KOTIS.
주 : MTI 3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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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 산업 : 의류(소비재)
① 중국 의류 수입 시장 규모
의류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중국시장 내에서도 중국
제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
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중국 제품의 중국 내수 시장 점
유율이 아니라 수입 제품 추이의 형태이다.
중국 의류 제품의 수입에 있어서도 2002년 WTO 가입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Ⅲ-9>에
서도 의류 제품의 수입 상황을 WTO 가입 이전 및 이후 상황
<표 Ⅲ-9>

중국 의류(소비재)의 수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5

2001

2003

연평균증가율
1995~2001 2001~2003

소재

소비
재

화섬원료

1,518

1,351

1,683

-1.9

11.6

직물

8,297

9,028

9,525

1.4

2.7

의류

905
(5.7)

1,214
(8.1)

1,341
(7.9)

5.0

5.1

편직제 의류

179

475

557

17.7

8.2

직물제 의류

726

739

785

0.3

3.0

기타섬유제품

389

373

524

-0.7

18.5

15,819

14,957

16,940

2.0

6.4

섬유산업 전체

자료 : KOTIS 중국 무역 통계.
주 : ( ) 안은 섬유산업 전체에 대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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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타 소재와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 전후 의류
수입 증가율은 각각 5.0%, 5.1%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반면
의류를 제외한 소재 및 기타 섬유 제품에서는 중국의 WTO 가
입 이후 수입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화섬원료
에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내
의류시장 확보에는 관세보다는 유통 장벽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의류제품의 수입이
섬유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의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
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② 한국의 중국 의류 시장 점유 현황
점유율 추이
한국 의류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쟁국인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한다. <표 Ⅲ-10>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대만 모두 중국 섬유 산업 전체의 수입 시장에서 차
지하는 점유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섬원료, 섬유
사, 직물 등 섬유 소재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으나 의류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및 대만으로부터의 의류 수입이 국산품(중국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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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중국 의류수입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 %

한국

대만

1992

1997 2000

2003 1992 1997 2000

2003

화섬원료

16.1

36.1

28.4

22.5

18.8

18.5

16.6

23.6

섬유사

2.7

19.4

12.0

10.2

9.5

21.4

22.7

22.5

직물

5.0

21.0

23.2

20.2

12.6

26.3

24.4

21.9

의류

1.9

9.4

4.7

5.7

3.3

5.2

3.1

2.5

기타 섬유제품

5.7

21.4

24.2

18.1

19.7

25.5

14.2

10.5

섬유산업 전체

4.9

18.8

18.8

14.5

11.1

20.1

20.0

17.9

자료 : KOTIS 중국무역통계.

한국의 경우 1992년 중국 의류 시장 점유율이 1.9%에 불과
했으나 1992년 수교를 계기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7년에는
10% 정도 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의류 수입 시장에서 한국
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중국 제품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 고가품에서는 미
국, 일본 및 이탈리아 등의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율 추이
<표 Ⅲ-11>에는 한국 의류제품의 대중국 수출 비중 변화 및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03년의 경우 수출 금액은 2억 3,800
여만 달러로 섬유산업 전체 수출 금액 26억 5,000여만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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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중은 섬유사, 직물 및 화섬원료
등 섬유소재의 비중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1997~2003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보면 의류제품이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섬유 소재 가운데 화섬원료, 섬
유사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직물 및 기타 섬유제품의 증
가율은 각각 2.2%, 5.9%에 불과하지만 의류의 증가율은 이들
을 크게 초과한 15.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의류제품도 시장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대중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표 Ⅲ-11>

우리나라 의류제품의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

1997

2000

2003

연평균증가율
1997~2003

소재

화섬원료

506,743
(19.1)

373,715
(14.1)

261,133
(9.8)

-10.5

섬유사

508,395
(19.2)

320,496
(12.1)

376,103
(14.2)

-4.9

직물

1,432,095
(54.0)

1,667,163
(62.8)

1,633,565
(61.6)

2.2

의류

101,042
(3.8)

152,748
(5.8)

238,923
(9.0)

15.4

기타
섬유제품

101,379
(3.8)

139,093
(5.2)

142,962
(5.3)

5.9

2,649,654
(100.0)

2,653,215
(100.0)

2,652,686
(100.0)

0.0

소비재

섬유산업 전체

자료 : KOTIS.
주 : 1)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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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결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의류 수입 시장은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한국의 중국 의류 수입 시장 점유율 또한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규모 또한 소재에 비해 크
게 미치지 못해 섬유 산업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
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국 의류 제품 수출 증가율이 비록 1998
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5.4%라는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2004년부터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오히려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가
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2004년 3월부터 의류 제품의 원산지 규정이 전세
계적으로 봉제 기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그 동안 재단 기준으로
적용해왔던 국내 규정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수출 규모의 감소 및 둔화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류 제품 수입 시장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만은 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형태가 종전에 비해 크게 고급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류 제품에 대한 소비 또한 크게 변모되고 있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의류 수입시장에도 큰 변화를
야기시켜 나아가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18) 즉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의류 제품 수

18) 중국 소비자들의 의류 소비형태에 대해서는 제Ⅴ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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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시장 역시 한국에게도 중요한 수입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2. 생산 관계
(1) 해외투자대상국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최적의 입지에서 영업을 함으로
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해간다. 그 결과 일국 경제도 경쟁
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된다. 이른바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
인 측면이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는 생산시설을 해외이전 함으
로써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기도 한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1) 산업 전반 : 구조조정 촉진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1992년 양국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
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4년 8월말 현재 대중국 투
자는 1만 514건, 95억 3,400만 달러(이상 실제 투자 기준)로
전체 해외투자 가운데 각각 47%,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수 기준으로는 미국(4,390건, 20%)을 제치고 1위를, 그리
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129억 달러, 27%)에 이어 2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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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투자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1,263 2,323 3,136 4,415 3,648 4,730 3,281 4,980 5,044 3,449 3,660
중국

264 633 840 903 727 679 351 671 582 955 1,427
(21) (27) (27) (20) (20) (14) (11) (13) (12) (28) (3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 ) 안은 비중.

당한다. 그러나 이는 누계기준이며 2002년 이후 당해연도 기
준 대중국 투자가 건수 및 금액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
다.19) 2003년 기준 대 중국 투자는 건수 면에서 60%, 금액 면
에서는 40%에 육박하고 있다(<표 Ⅲ-12> 참조). 즉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
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시
작할 무렵인 90년대 초반은 국내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쟁
력이 약화된 기업들에게 품목의 고부가치화 혹은 업종 변경 등
이 요구되던 시점이었다. 기업들은 비교우위가 약화되는 부문
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유지
가 필요했다. 즉 국내 비용구조(임금상승 등에 의한 고비용)

19) 2004년 8월 기준 대중국 투자는 1,384건 12억 달러이며, 대미국 투자는 503건 6
억 9,0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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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사양산업에 속한 기업에게는 해외직접투자가 효율적인
생존 전략이며, 여기서 중국이 투자대상지로서 부상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대중국 투자가 90년대에는 가전,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표 Ⅲ-13> 참조).
2000년대 들어서서 대중국 투자는 종래 비교열위 산업의 구
조조정 대상지가 아니라 성장산업이 성장력을 더욱 확대하는
구조조정 대상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최적의 입지에서 생
산 및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제무역 환경이 자유화되고 통신 및 교
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해외생산이 더욱 쉬워지면서 무역만으로
는 시장 개척 혹은 유지가 힘들어지는 바 해외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생산의 대상지로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Ⅲ-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서서 90년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섬유·
의복, 신발 가죽의 비중이 줄어들고 수송 기계, 석유화학 및 전
자 통신 장비 업종20)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모기업과 현지법인 간의 기업 내 무
역을 통해 수출수요를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
기도 한다. 수출입은행(2002)에 따르면, 2001년 1,000만 달
러 이상 투자한 311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76억 3,000
20) 전자 통신 장비 업종의 대중국 투자 비중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모두 높은 수치
를 보이는 것은, 9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가전 업종에서 그리고 2000년대에는 기
술 집약적인 IT업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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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제조업 업종별 투자의 변화
단위 : 건, 천만 달러

건수
1992~1999

투자액*

2000~2003

비중(%)
합계

1992~1999

비중(%)

2000~2003

비중(%)

비중(%)

3,769

100

4,083

100

3,789.3

100

3,182

100

음식료품

313

8.3

258

6.3

176.4

4.7

119.2

3.7

섬유의복

906

24.0

683

16.7

552.2 14.6

307.3

9.7

신발가죽

263

7.0

259

6.3

191.7

5.1

107.6

3.4

목재가구

184

4.9

125

3.0

53.4

1.4

20.3

0.6

종이인쇄

85

2.3

72

1.8

59.6

1.6

31.7

0.9

석유화학

313

8.3

353

8.6

364.2

9.6

386.8

12.2

비금속광물

176

4.7

95

2.3

241.0

6.4

290.1

9.1

1차금속

87

2.3

88

2.2

183.4

4.8

238.8

7.5

조립금속

183

4.9

194

4.8

85.5

2.3

136.7

4.3

기계장비

333

8.8

418

10.2

321.1

8.5

293.6

9.2

전자통신장비

336

8.9

710

17.4

962.3 25.4

750.2

23.6

수송기계

119

3.2

218

5.3

361.5

9.5

337.8

10.6

기타

471

12.5

610

14.9

237.0

6.3

162.2

5.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만 달러, 수입이 7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197억 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는 것이다. 특히 대중 투자가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크게 기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아세안 지역 포함) 현지법인과의 수
출입(한국 소재 한국 기업과 중국 소재 한국 기업간 거래 포
함)으로 인해 2002년 무역흑자는 18억 1,000만 달러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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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구원(2004)은 1,05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중
국 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
에 의하면 대중국 투자 1억 달러 당 수출(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자본재, 중간재 등을 구입하는 형
태)에서는 1억 1,900만 달러, 수입(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계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에서는 6,000만 달러의 유
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003년 대중국
투자가 한국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수출 113
억 달러, 수입 57억 달러로 5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중투자가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일부
에 불과하다. 대중 투자기업의 전시효과 등을 통한 수출 촉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중국은 한국사양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지로서뿐만 아니라 성장산업의 구조조정 대상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섬유산업 : 산업공동화 우려
중국으로의 투자가 국내 산업 구조조정 대상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는 요인으로
도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산업 현장에서 강
하게 표출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2003년 5월 서울지역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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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80명 이상의 220개 제조업을 대상(대기업 47개, 중소기업
166개)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4~5년 이내에 공동화가 발생할
것으로 응답한 수는 49.5%, 향후 5~10년 이내 공동화가 발
생할 것으로 응답한 수는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중소기업 중앙회가 3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대상지가 중국이 될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상공회의소 분석에서는 이미 65%가 이전했
으며 향후 81%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
기업 중앙회 분석에서는 각각 85.2%, 73.9%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현장에서는 국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
는 대상 국가를 중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강두용·이상연 외(2004)는 해외투자21)가 국내 산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정밀 기기,
섬유산업 그리고 화학산업 등 업종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생산 축소(61%) 고용감
소(60%) 그리고 국내 투자 감소(63%)를 예상하고 있다. 이
는 해외투자가 적어도 해당업체들에는 국내 생산이나 고용, 투
자에 상당한 정도의 감소효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그러나 해외투자 확대는 타 업종 혹은 연관업종에서의 수
요 및 고용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앞의 분석이 반드시 산
업공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21)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해외투자에서는 대중국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바 산업 현장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대중국 투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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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를 설득력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제조업과는
별도로 업종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① 산업공동화 지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산업공동화란 용어에 대해 우선 알아
보도록 하자. 산업 공동화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
이라기보다는 언론 혹은 이미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산업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중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대중적인 논의
가 활발한 만큼 현실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이슈를 반영하는 개
념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화(hollowing out)라는 용어는 본래 존재하던 어떤 것
이 사라진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산업 공동화의 경
우, 사라진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제조업의 국내생산(능력)으
로서, 즉 산업 공동화는 본래 존재하던 제조업(혹은 특정업종)
의 국내생산(능력)이 경쟁력 약화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위
축(혹은 소멸)된 현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서 유의할 점은 국내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흑백TV의 국내생산(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
게 감소했다고 해서 이것을 산업공동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다. 즉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내생산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생
산대응능력이 감퇴한 경우만을 산업 공동화로 지칭하는 것으로
서 생산 경쟁력 약화에 따라 국내생산(능력)을 축소하면서, 해
당 축소분이 해외생산(해외투자) 혹은 수입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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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산업공동화는 생산경쟁력 약화에 따라
(제조업의) 국내생산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나 해외생산으로
대체되어가면서 수요에 대비한 국내생산 대응능력이 감퇴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23) 공동화 정도를 파악하는 공동화
지수 또한 이러한 정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산업 공동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수 개발을 위한 학문
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小林英夫(2003), 이지평
(2003), 김재윤(2003) 그리고 강두용(2004)을 꼽을 수 있
다. 小林英夫는 해외생산 비율과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을,
이지평(2002)은 해외투자/국내투자비율을, 김재윤(2003)은
생산지수 추이와 해외투자액 추이를 비교하여 산업공동화 정도
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해외투자 혹은 해외
생산 통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은
서술적 논의를 돕기 위한 보조적 용도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자. 첫째 공동화 개념의 반영 정도
문제이다. 이들의 지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내생산 감퇴가
공장 해외이전(해외투자 혹은 해외생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공장 해외이전 없이 국내생산기

22) 여기서는 강두용(2004)의 논리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23) 제조업 공동화의 인접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있다. 탈공업화는 부문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차이나 생산성 상승률의 차이로 인하
여 소득증가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부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
리키는 것으로, 제조업 공동화와는 다른 개념이나 양자는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탈공업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데 비해 제조업 공동화는 그렇
지 못한 편이며, 또한 탈공업화와는 달리 산업 공동화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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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경쟁력 약화로 소멸되고 해외수입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포괄하지 못한다.
둘째, 기업활동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해외투자 비율을 높
이는 경우 이를 산업공동화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혹은 석유화학 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다. 이러한 경우 해외투자율의 상승은 경쟁력 약화에 의한 생
산이전이라기 보다는 해외시장에의 접근성 확보나 무역마찰 회
피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생산이전 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두용(2004)은 앞에서 언급한 지표들의 한계점을 극복하
는 즉 산업공동화 개념에도 충실하고, 통계적 유용성(지수 산
출의 용이성, 관련 통계의 정밀성 및 확보 용이성, 관련 통계의
국제적 표준화 정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자급률 하락도
개념24)이 포함된 공동화 지수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공동화 지수 = [(생산/(생산+수입))의 3개년 이동평균의 최고치
- 비교 년도의 생산/(생산+수입)] / [(생산/(생
산+수입))의 3개년도 이동평균의 최고치] * 100

이러한 계산 방법에 의하면 공동화 지수는 0(공동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해당업종의 국내 생산이 완전

24) 자급률 하락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바 강두용의 공동화지수는 이러한 개념
을 반영한 것이다. 강두용의 공동화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두용(2004)을 참
조하기 바란다.
자급률 하락도 = (자급률 최고치 - 비교시점 자급률)/자급률 최고치*100
단, 여기서 자급률 = 국내생산/총수요(=내수 + 수출수요 = 국내생산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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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상태)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② 섬유산업의 공동화 원인
본 보고서에서는 강두용(2004)의 공동화 지수를 근거로 산업
별(특히 섬유산업) 공동화 지수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Ⅲ10>은 2001년 현재 주요 산업별 공동화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10>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용 전자, 기계 장비 및
조립 금속 분야에서는 공동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전자부품, 신발 등의 업종에서는 공동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섬유 및 의류에서도 뚜렷한 공동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섬
유 산업 가운데 의류의 경우 가전 업종에 이어 2위를 그리고 섬
유 소재는 신발, 전자부품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업종별 공동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25) 업종별 해외
투자율을 보기로 한다. <그림 Ⅲ-11>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10>에 의하면 자동차, 기계장비, 산업용 전자 등에서
는 공동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림
Ⅲ-11>에서의 해외투자 비율에서26)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이러한 업종들에서의 해외이전이 경쟁력 약화에 기인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25) 엄밀한 의미에서 해외투자가 공동화에 기여하는 정도 여부를 의미한다.
26) <그림 Ⅲ-11>에서는 수송기계, 기계장비, 전자통신 장비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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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주요업종별 공동화 지수(2001년 기준)

자동차 0
전자부품
가전
사무기기
3.706
산업용전자 0
기계장비 0
조립금속 0
1차금속
7.262
가구
5.158
비금속광물제품
3.377
1.272
플라스틱제품
신발
의류
섬유
8.109
음식료
4.307
0.000
5.000
10.000

12.625
18.785

13.300
16.193

15.000

20.000

자료 : 강두용(2004), 광공업 통계, 무역통계.

<그림 Ⅲ-11>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기계장비
조립금속
1차금속
비금속광물
석유화학
종이인쇄
목재가구
신발가죽
섬유의류
음식료
제조업전체
0.0

주요업종의 해외투자율(2002년 기준)
4.3
6.2
15.9
8.2
2.7
3.7
5.5
2.7
18.2
23.1
13.4
3.6
5.4
5.0

10.0

15.0

자료 : 강두용(2004),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주 : (해외투자 누계/(해외투자 + 설비투자 누계))*100.

2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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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섬유산업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Ⅲ-10>에서는 섬유와 의류가 구분되어 있으나 <그림 Ⅲ-11>에
서는 통합되어 있다. 이는 사용된 자료에서의 통계 분류가 일
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Ⅲ-10>에서 산업 공동화가 상
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 섬유·의류가 해외투자 비율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섬유산업에서의 공동화 원인이
해외투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 해외투자 가운데에는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경우 건수 기준으로서는 71%,
금액 기준으로서는 53.5%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14> 참
조).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국내 섬유 산업에서는 공동화가 진
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화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정
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4>

섬유산업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섬유류

의류

화학섬유

섬유산업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89~91

10.3

3.3

7.7

2.6

8.3

4.2

10.1

3.4

1992~97

59.5

35.3

69.1

46.8

37.5

45.6

64.9

40.5

1998~99

46.4

9.6

67.5

16.1

0.0

1.0

61.5

12.6

2000~01

72.8

31.1

63.4

27.2

50.0

37.2

66.2

28.3

2002

73.8

54.6

64.0

32.4

50.0

13.4

67.6

43.4

2003

71.4

64.1

70.3

38.1

85.7

98.5

71.6

53.5

2004.1~5

63.6

87.2

82.0

44.5 100.0 100.0

65.5

75.1

누계

59.8

33.3

62.7

32.8

61.3

34.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8.7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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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국내 섬유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섬유류
건수

금액

의류
건수

금액

화학섬유
건수

섬유산업 전체

금액

건수

금액

1989~91

3

1,582

3

1,107

1

500

6

2,969

1992~97

48

47,391

69

30,215

1

2,643

120

84,800

1998~99

18

7,990

63

10,063

0

39

83

19,261

2000~01

38

41,212

93

18,942

1

150

135

60,807

2002

79

49,628

112

27,499

1

378

192

77,505

2003

75

47,085

128

40,020

6

13,523

2004.1~5

28

39,926

50

19,681

4

31,967

누계

586 524,582 1,020 329,985 19

217 105,221
72

91,944

62,604 1,657 953,52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1) 섬유산업 전체에는 모피제품도 포함.
2) 수치는 기간 연평균 값임.

한편 한국의 대중국 섬유산업 투자 가운데 건수에서는 의류
업종이 금액에서는 섬유 소재 업종(섬유류 + 화학섬유)이 앞
서고 있다. 이는 의류가 소재에 비해 비용(인건비 등) 상승으
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회피하고자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표 Ⅲ-15>).

(2) 한국에대한 투자자
1) 중국의 대한국 투자 현황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4년 9월말 현재 4,0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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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 투자 건수만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4만
4,000달러 정도로 미국 및 일본의 평균 투자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으며 여타 아시아 국가의 평균 투자 금액
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표 Ⅲ-16> 참조).

<표 Ⅲ-16>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현황(여타 국가와의 비교)
단위 : 건, 백만 불

구 분

2002
건수

국제협력기구

1

2003

금액
-

건수
-

누계
(1962~2004
)

2004(1-9)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117

금액
272

미주 지역

588 4,859

566 1,841

481 3,627 7,399 38,728

(미 국)

488 4,500

450 1,240

387

아주지역
(일 본)

3312 6,372 30,850

1,421 2,269 1,483 1,486 1,221 3,066 16,421 29,315
474 1,404

495

541

382

1751 8,102 15,006

(싱가포르)

48

146

45

236

54

322

508

3,052

(홍 콩)

86

234

62

55

56

60

731

1,873

(말레이지아)

70

210

36

417

30

123

597

6,618

(중 국)

442

249

522

50

427

584

(대 만)

28

9

35

15

26

17

329

736

(기 타)

273

17

289

172

246

209

2,103

924

EU(15개 국가)

264 1,663

283 3,062

249 1,642 3,683 29,319

기타 지역

161

262

236

합계

310

78

79

4051 1,107

1,666 1,899

2,435 9,101 2,594 6,467 2,187 8,415 29,286 99.533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다
른 표와는 건수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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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중국으로서는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들
어서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가속화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한 때이기도 했다. 중국
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당시부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서서히
높아졌다.
<표 Ⅲ-16>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 연도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금액 기준)
을 보이기도 했으나 2004년에 다시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투자 중에서 서비스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무역, 음식,
도소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중국의 대한국 투자 가운데 인가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인 건수가 총 29건이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5건, 서비스업 11건, 건설업 2건, 광업 1건이다. 주
목되는 점은 100만 달러 이상의 비교적 대형 투자 가운데에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 중심이 종래의 음식 및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 주
고 있다.
<표 Ⅲ-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
운데 섬유산업은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섬유 산업 분야
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10건 미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9월 말 기준)에는 2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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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중국의 업종별 100만 달러 이상 대한국 투자 건수
업종

제조업

건수

업종

건수

전기 전자

7

도소매

3

운송 장비

2

음식

1

화학

2

기타

7

금속, 의약,
기계, 제지

각1
계

11

계

15

건설업

서비스업

2

광업

1

총계

29

자료: 산업자원부.
주: 2003년 말 기준.

<표 Ⅲ-18> 섬유산업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황(01~04.9월)
단위 : 건, 천 달러, %

2001년
건수
섬유·의류

금액

2002년
건수

금액

2003년
건수

금액

2004년 1~9월
건수

금액

9
526
6
340
7
327
2
93
(1.1) (0.8) (1.4) (1.4) (1.4) (0.7) (0.5) (0.02)

건당 규모

58.4

56.7

46.7

46.5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신고 기준.

기록하고 있다. 건당 투자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건수 및 금액 면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체 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 선
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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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상 업종 : 부품·소재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走出去) 가운데 관심의 대상이 되
는 것은, 2003년 1월 중국의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이 하
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를 인수한 것과 2004년 중국
상해 자동차(上海 汽車)가 쌍용 자동차 인수 대상자로 나선 것
이다. 이 가운데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하이디스 반도
체 TFT-LCD 사업부인수는 1949년 신중국 설립 이래 최대의
인수 사건으로 인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단기간에 첨단기
술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중국 측은 기존 연구
인력(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력) 등을 활용하여
중국에 TFT-LCD 공장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중
국 에어컨 생산업체인 짖東美的가 일본 산요전기의 전자 오븐
레인지 사업부를 인수한 다음 관련 인원 및 생산설비를 중국으
로 이전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술 도입이 핵심 관심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TFTLCD가 완제품이 아닌 부품·소재하는 점은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
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는 부품·소재의 적자에서 기인한다.
즉 중국측의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는 한국
에 대한 투자에서 어떠한 품목에 주로 관심을 가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쌍용 자동차 인수에서도 각종 특징이 발견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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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진출에는 유통망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런데 쌍용 자동차가 여타 자동차에 비해 중국시
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려면 우선 가격 측면에서 우
위를 보여야 한다. 생산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
국측은 당장은 공장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부
품27) 등을 중국에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절강성의 万向集團이 미국 UAI사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 동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전략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쌍용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자동차 공장 설립에는 부품 기업의 동반 진출을 수
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쌍용 자동차 인수 또한 대한
국 무역에서 적자 요인이 되는 부품·소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BOE그룹(京東方科技集團)의 하
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 및 상해 자동차의 쌍용
자동차 인수에는 부품·소재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공통
점28)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2건 사례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
<표 Ⅲ-19>이다.
2004년 9월에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CINOCHEM은 국
내 에너지 관련 기업인 인천 정유를 정식으로 인수하기도 했
다. 중국 측이 에너지 회사를 인수한 것은 중국의 에너지 사정
을 반영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중국
27) 여기서 부품이라 함은, 巖星측 입장에서는 주로 자동차 내장용 화학재를 의미하며, 상
해 자동차 입장에서는 여타 범용 부품을 의미한다.
28)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2개의 사례를 두고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走出去 특징을 파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부품·소재에 깊은 관심을 가지
는 데에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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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특징

대상 기업

주요 목적
(유사 사례)

분야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쌍용 자동차

형태

중점업종

기술

첨단기술 습득
(짖東美的의 일본 산요전
M&A
기 전자 오븐 레인지 사업
부 인수)

부품 및 중간재

제품

시장 개척 및 확대(万向集
M&A
團의 미국 UAI사 인수)

부품 및 중간재

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바 해외투자에서도 에너
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中國化工進出口有限公司
가 아랍에미레이트 천연가스田 일부를 구입한 것도 같은 맥락
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섬유 산업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재 투자보다는 향후 발생할 투자)에는 인천정유
의 케이스보다는 하이디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및 쌍용
자동차의 케이스가 더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한편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국내 고용 및 생산을
확대하여 GDP 증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
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로 인해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제Ⅲ장 중국경제 역할에 의한 한·중 관계의 다양성

109

3. 소 결 : 위협 및 기회 측면
중국은 시장 및 생산 측면에서 한국에게 세계 시장 경쟁자,
수출견인차, 시장제공자, 산업 구조조정 기여자·산업공동화
유발 요인 및 대한국 투자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러한 다양한 역할들 대부분은 위협과 기회라는 양면성을 가지
고 있다. 여기서는 위협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재정리하면서 소결에 가름한다.
‘세계 시장 경쟁자’관계에서 중국은 한국의 시장을 잠식하
고 있는바 기회보다는 위협 측면에서 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수출 견인차’관계에서 중국은 말 그대로 한국의 수출 증대
(부품·소재)에 기여하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품목에 따라서는 기회 요인이 점차 상실해가는 대상도 나타
난다.‘시장 제공자 관계’에서 주요 변수로 대두되는 것은 중
국 인민들의 소득 증대 및 소비 행태 고급화이다. 이러한 요인
들은 우리에게 위협보다는 기회로서 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해외 투자 대상국’관계에서, 중국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회요인이지만 산업 현장에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위협 요인임에 틀림없다.
‘한국에 대한 투자자 관계’에서,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
대는 고용 및 생산 측면에서 기회가 되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위협이 된다. <표 Ⅲ-20>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
용들은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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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위협과 기회에서 본 한·중 다양한 경제관계
시장 관계

세계 시장
경쟁자

수출 견인차

기회

-

수출 증대

위협

시장 점유율
잠식

기회 요인
감소 우려
(중·장기)

생산 관계
시장 제공자

해외투자
대상국

대한국
투자자

국내 산업
인민들의
구조 고도화
소득 증대 등
에 기여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

산업 공동화
우려

기술 유출
우려

-

한편 이러한 분석은 한·중 경제관계 현상을 두고 판단한 것
이다. 각종 경제적 환경은 기회 및 위협요인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기회 및 위협 요인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는 Ⅳ장에서 이
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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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한·중 관계 다양성에 따른 대응 방향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역할의 각각에 대한 대
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대응 방향이
라고 해서 반드시 각각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대응 방향이 될
수는 없다. 각각의 역할은 또 다시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언급되는 각각의 역할에 대
한 대응 방향이란 각각의 역할에 주로 적응 될 수 있는 대응 방
향을 나타낸다.
한편 본 장에서의 대응방향 논의에는 Ⅲ장 3절에서 논의된
위협 및 기회 요인이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 및 기회
들은 중국의 각종 정책 및 시장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협 요인이나 기회요인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욱 약하게 변할 수도 있다. 심지어 위협요인과 기회
요인이 뒤 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종
정책 및 시장 환경 평가를 논의한 다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본 장에서는 기술 수준 제고, 생산시스템 혁신 등 공급
측면의 논의는 가급적 생략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 보고서
들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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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관계
(1) 세계 시장 경쟁자: 경쟁에서협력으로
1) 관련 정책 평가
중국은 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공업화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중국은 초창기 공업화에 필요한 비교우
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건비의 활용이 불가피했으며
여기에 부합한 것이 바로 섬유 산업이었다. 공업화에서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진 섬유 산업은 민영화 등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① 민영화 부문의 선두
중국에서 섬유 산업(특히 의류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룩
한 것은 8차 5개년 계획(「8·5계획」) 기간(1991~1995)때의
일이다.「8·5계획」기간 중인 1993년에 기구 개혁을 통해 방
직공업부가 방직협회로 개편되었으며, 1998년 주용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 방직공업 부서는 국 단위로 축소되기도 한다. 이
러한 움직임은 섬유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종전에 비해 느
슨하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즉 섬유 산업의 국유 부
문 비중을 크게 줄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
유기업 개혁의 주요 전략인「㎱大放小」을 적극적으로 실시했

29) 이러한 방침은 본 장뿐만 아니라 전 보고서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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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放小」는 대형국유기업은 국유제를 유지하고 중소국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으로서 섬유산업 또한 이러한 방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02년 중국 국가 통계국이 집계한 섬유 산업 중소기업은
총 7,797개로 섬유 산업 전체 기업 수 가운데 94.8%를 차지
하고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기업이며 이러한 민
간기업 가운데에는 자생적인 민간 기업도 다수 존재하지만 대
부분이「㎱大放小」전략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다. 즉 중국에
서 섬유 산업은 90년대 중반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 속에서 도
태하는 기업이 발생했는가 하면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일시 동인(一視 同仁) 정책 및 중소기업 촉진법
민간 중소기업은 국유 대형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환
경 변화에 대해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은 국유 기업에 비
해 융자, 시장 진입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민간기업
은 국유기업에 비해 은행 융자가 어려웠으며 국내 시장에 대한
진입에서는 높은 장벽에 직면했다. 또한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민간 기업은 국유
기업에 비해 회계 제도가 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다. 즉 섬유 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
소기업은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갖은 불
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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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민간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一視同仁 政
策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민간
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차별을 없
애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03년 3월 제10기 전인대에
서의 헌법 개정을 통해‘인민 사유재산 상속권 보호’조항을 삽
입하였다. 이러한 헌법 1항 역시 민간기업 발전에 중요한 환경
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민간 기업이란 주로 중소기업을 의미하
며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섬유 산업의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
성·발전이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2003년 1월「중소기업 촉진
법」의 시행을 발표했다. 동법은 중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법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창업 지원, 기술
혁신, 시장 개척과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섬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 정책, 민간 기업과 국유기업의 동등대우
및 사유재산 상속권 보호 등은 중국 섬유산업 경쟁력 유지·강
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겠다.
2) 시장 환경 평가
① MFA의 폐지
시장 환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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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다자간 섬유 협정)폐지를 들 수 있다. MFA는 미국 및
EU 등 선진국들이 자국의 실업방지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개도
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4년 시작되
었다. 이 협정은 1991년까지는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규제 강
도가 점차 강해졌으나 1995년부터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
한 MFA는 2005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MFA의 폐지는 선진국 섬유시장을 둘러싼 수출국들의 경쟁
이 치열해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터 물량 배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 선발 개도국
들은 시장 방어에 그리고 쿼터 물량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및 인도 등 후발 개도국들은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결국 MFA의 폐지로 인해 한국의 기존 섬유 시장은 상
당 부분 중국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 시장에
서 양국간 경쟁력은 중국이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30)
② 중국의 WTO 가입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시장이 종전에 비
해 크게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그 동안 WTO 가입
을 위해 섬유 제품의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을 뿐만 아니
라 WTO 가입과 함께 관세31) 및 비관세 장벽을 점차 완화하고
30) 다만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의류 수출 증가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섬유 소재 수출의
증대도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31) 중국은 2005년까지 섬유 소재와 의류의 관세율을 각각 선진국 수준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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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제품 수입국들의 관세
인하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섬유 수출에서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3) 대응 방향
① 기본 전략 :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림 Ⅳ-1>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 평가 및 시장 환경 평가
를 토대로 기본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을 단순화한 것이다. 물
론 <그림 Ⅳ-1>에서의 위협과 기회는 한국의 입장32)에서 파악
한 것이다.
중국의 정책 및 세계 시장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의류 및
범용 직물(섬유 소재)에서 중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경
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세계 시장 경쟁자 관계에서 관련 정
책 및 시장 환경 대부분은 우리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은 범용 저부가치 제품에서 중국과 경쟁할 것이 아
니라 고부가가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16.1%로 인하할 계획이다.
32) 이러한 입장은 다음의 항목들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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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경쟁자’관계에서의 기본 전략 도출

정책

시장환경

· 민영화 선두
· 일시동인 수혜자

· MFA의 폐지
· 중국의 WTO가입

경쟁력 강화

위협

중국에 유리

기회

세계시장 경쟁자

위협을 기회로 전환
(경쟁에서 협력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크
게 밀리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대상
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전망을 근거로 판단하면 한국
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선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경쟁에 대처하는 방향이
다. 두 번째는 기술개발 및 제품 차별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경
쟁에 대처하는 방향 세 번째는 중국 및 선진국과의 경쟁을 피
해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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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
보해야 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혁
신 등을 통한 원가 절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과의 경쟁
을 피하고 틈새시장을 확보하거나 선진국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방법들은 중국과 맞서 경쟁을 하거나 중국과의 경쟁을 피하고
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기본 컨셉을 앞에서 설명한 각종 경쟁 개념(경쟁
혹은 경쟁 피하기)에서 벗어나 협력 개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위
중국의 등33)을 타는 방법으로서 위협 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
환시키는 전략이다.
② 대응 방향
업계 : 상호 네트워크 구축(e-마케터 플레이스 통합)
여기서 양국간 협력 이라는 개념은 세계 시장에서의 부가가
치를 양국이 나누어 가지는 방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 정
부간 합의에 의한 협력이 아니라 협력 형태를 띠는 분업을 조
성해가자는 의미이다. 이를 테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해 완

33) 이러한 방안은 주로 의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섬유 소재와 관련된 방안은‘수출견인
차’항목에서 별도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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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한국이 중국에 대해 소재 수출에 주력하
는 분업 형태이다.
한·중 양국간에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
성되어 왔다.(<그림 Ⅲ-9> 참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업 형태
가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간 이러한 분업
형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경쟁자는 중국 기업 즉 소재
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다. 실제 중국은 섬유 소재 제품의 고부
가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4) 물론 한국 기업들도 소
재 제품의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품의 질적인 측면이 분업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 중국 기
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장 불리한 분야는 배송 타임이다. 즉 중국에 입지한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생산 공장에 소재를 공급하
는 데 소요되는 시간 측면에서 한국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소재 생산
기업 집단과 중국 내 의류 생산 기업 집단간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리드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양국간 emarket place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한·중 양
국간 e-market place가 구축되면 삼각 제조 ( Tr i a n g l e
Manufacturing35)에도 유리할 것이다.

34) 자세한 내용은‘수출 견인차’부분에서 언급한다.
35) 삼각 제조는 최종 수요자와 생산자 사이에 중개자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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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각종 코드 통일화 지원(중국 측과의 지속적인 접촉)
그러나 아직 중국에서는 e-마케트 플레이스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의 정보화
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바 의류 생산지36)에는 그
기반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보화 개념이 확산
되고 거래 물량이 많아지면 e-마케터 플레이스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도 e-마케
터 플레이스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참고 : 국내 섬유 산업 e-마케트 플레이스 현황>
한국 섬유 산업에서의 e-마케트 플레이스도 2004년 10
월 현재 그다지 원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우선 회원가
입 대상기업들의 비밀 노출 우려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2004년 10월 현재 통합화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년전 e-마케트 플레
이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으나 최근에는 상당수가 폐업
하여 지금은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국내외 거
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화가 선행되어야

국이 한국에 의류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에 주문량의 일부 혹은 전량을 생
산 의뢰하는 구조이다.
36) 중국에서는 의류 생산기지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다. 절강성은 셔츠, 강소성은 다운,
광동성은 캐쥬얼복, 영파와 온주는 남성 의류 생산에 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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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현
재 정부 당국이 통합화 노력에 앞장서고 있어 조만간 통합
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e-마케트 플레이스 형성 작업이 본격화
되면 기업간 이해조정은 한국에 비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 의류 관련 기업에는 비록 민간 기
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 부문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e-마케터 플레이스가 형성될 것에 대비해 정부(정
부뿐만 아니라 KOTRA 등 공공 기관 포함)는 중국 의류 산업
주생산지 지방 정부 혹은 협회 등과의 꾸준한 사전 접촉·정보
교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에서 e-마케터 플레이스가 형
성된다 하더라도 상호 제품 분류 코드, 전자 카탈로그, 전자 문
서 및 지불시스템 등의 통일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정부 측의 중국 측과의 꾸준한 접촉은 통일화작업
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 전략 및 대응방향을 요약한 것이 <그
림 Ⅳ-2>이다.
한편 <그림 Ⅳ-2>에는 대응 방향에는 수출 유망 소재 선택이
라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인‘수
출 견인차’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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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2>

기본전략

‘세계 시장 경쟁자’관계에서의 대응방향

한국

소재
수출

기업

중국

의류
수출

←

세계시장

정부(지원)

대응방향
· e 마케터플레이스 통합
· 수출 유망 소재 선택

각종코드 동일화
유망 소재 발전지원

(2) 수출 견인차(부품·소재) : 선택과
집중
앞 항목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보다는 협력
으로 기본 패턴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협력이
라는 개념은 한국이 중국으로의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들을 가공하여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패턴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결국 본 항목에서 언급할‘수출 견인차’
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의 대응 방향 및
정책적 지원 내용은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
장한 것이라고 하겠다.
1) 관련 정책 평가
①「10·5계획」
에서의 섬유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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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계획」중국 섬유산업의 정책 목표
구분

단위

2000

2005

섬유산업 총생산액

억元

7,441

11,000

방적 가공 총량

만톤

1,000

1,300

일인당 평균 섬유소비량

Kg

5.6

6.6

섬유 및 의류 수출액

억달러

487

600~650

섬유류 톤당 외환가득액

달러/톤

12,000

16,000

1)

화섬 자급률

%

60

90

화섬 차별화율

%

-

40

수출용 의류 소재 국산화율

%

451)

80

기술혁신 생산성향상 비율

%

-

60

에너지 절감률

%

-

15

자료 : 中國紡織工業局,「中國紡織報」, 2000. 2. 2.
주 : 1) 1999년 수치.

섬유 소재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으로는 제10차
5개년 계획(「10·5계획」)에서의 섬유 산업 발전 목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1>에 나타나 있다. <표 Ⅳ-1>에
는 섬유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항목이 섬유 소재와 관련된 가운데 특히‘화섬 자급
률’,‘화섬 차별화율’,‘수출용 의류 소재 국산화율 등은 섬유
소재 개발을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 이처럼 중국이 섬유 산업
에서 소재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운 스트림(의류 등)에
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추었기 때문에 업스트림(섬유 소재)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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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세계 섬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업종별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국인 투자정책에서도 섬유 소재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찾
아볼 수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外商投資産業指
導目錄)37)을 수시로 발표하면서 업종별로 장려, 제한 및 금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2년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정용 특수 방직품, 고급 직물, 방향 화학섬유, 스판
덱스, 환경 보호용 화학섬유 그리고 탄산섬유 등 고급기술 화
학 섬유를 투자 장려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의류와 관
련된 투자 장려 업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중국 섬유산업
에서는 외자도입을 통해서도 섬유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
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정책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가공 조립 단계에서 벗
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및 자본재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
겠다는 중국 전반의 산업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③ 에너지 절약 정책
중국에서의 에너지 정책 또한 섬유 소재 산업 발전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경제에서 물(水) 부족과 함께 에너

37)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 항목에서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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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대두되고 있다. 에
너지 부족 가운데 전력 부족은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력 수요증가율이 발전 설비 증가율을 크
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2004년 현재 동부 연안지역에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 제한
송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중국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가운데에
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에너지 부
족이 심각한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간과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섬유 소재 발전계획(특히 직물)
이 에너지 부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2) 시장 환경 평가
① 생산 및 수입 상황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섬유 소재 생산(개발)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의 섬유소재는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2> 참조).
섬유 소재 생산 가운데 화학섬유의 생산이 두드러진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1996년 까지는 미국이 제1위의 생산국이었으
나 1997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위의 생산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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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했다(<표 Ⅳ-3> 참조). 이러한 추이를 보면, 중국이「10·
5계획」에서 역점을 둔 화학 섬유 자급률 90% 달성은 순조롭
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2>

중국 섬유산업의 생산 현황
단위 : 억 위안, %

연평균증가율

1991

1998

2000

2002

2,533

4,376

5,149

6,371

8.7

의류

523

2,018

2,291

2,915

16.9

전체

3,056

6,394

7,441

9,286

10.6

섬유 소재

1991~2002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호.

<표 Ⅳ-3>

주요 국가별 화학섬유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연평균증가율
(1996~2002)

1996

1998

2000

2001

2002

중국

3,162
(14.3)

4,858
(19.1)

6,711
(23.7)

7,931
(28.2)

9,563
(31.9)

20.3

미국

3,497
(15.9)

3,388
(13.3)

3,308
(11.7)

2,791
(9.9)

2,868
(9.6)

-3.3

대만

2,706
(12.3)

3,254
(12.8)

3,264
(11.5)

3,105
(11.0)

3,204
(10.7)

2.9

한국

2,032
(9.2)

2,452
(9.6)

2,665
(9.4)

2,387
(8.5)

2,348
(7.8)

2.4

인도

1,168
(5.3)

1,626
(6.4)

1,866
(6.6)

1,822
(6.5)

1,976
(6.6)

9.2

22,035 25,481 28,343 28,122 30,008
(100.0) (100.0) (100.0) (100.0) (100.0)

5.3

세계

자료 : Fiber Economics Bureau, Inc., Fiber Organon, 2003.7.
주 : ( ) 안은 세계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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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재 수입은 WTO 가입 이후 수출과 함께 크게 늘어
났다. 1995~2001년 기간 동안 섬유 소재 수입은 거의 정체
한 반면 WTO 가입 이후에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품목별로는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사, 면사, 편직물 및
부직포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표 Ⅳ-4>
참조).

<표 Ⅳ-4>

중국의 섬유 소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연평균증가율
1995

2001

2003
1995~01 2001~03

화섬원료

1,518

1,351

1,683

-1.9

11.6

섬유사

2,211

2,990

3,866

5.2

13.7

모사

263

223

208

-2.7

-3.5

면사

467

1,123

1,504

15.7

15.7

화섬장섬유사

959

1,012

1,481

0.9

21.0

화섬방적사

425

527

567

3.7

3.7

직물

8,297

9,028

9,525

1.4

2.7

모직물

370

570

519

7.5

-4.6

면직물

1,471

1,734

1,960

2.8

6.3

화섬장섬유직물

2,420

2,319

2,121

-0.7

-4.4

화섬단섬유직물

1,248

1,054

1,012

-2.8

-2.0

편직물

975

1,337

1,641

5.4

10.8

부직포

210

251

355

3.0

19.0

전체

9,815

10,379

11,208

0.9

3.9

자료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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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은 중국이 세계로부터의
수입 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천연섬유사, 화섬장섬유사, 면직물 및 편직물
모두 한국으로부터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섬원료
의 경우 중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으로부
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화섬 원
료에서 한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
만, 일본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이 유사한 제품(유사한 부가가치의 제품)에서는 대만과의 경쟁
에 그리고 한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미
국 및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이상 <표 Ⅲ-6> 참조).
② 수요 지속 확대 품목 다수
중국에서는 2003년 후진타오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본 정책
구도가 종래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협조적
발전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균형발전은
농촌과 도시간 협조적 발전, 지역간 협조적 발전, 경제와 사회
간 협조적 발전 등과 함께 인간과 자연간 협조적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간 협조적 발전
이 바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향후 중국에서는 환경
보호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라 섬유 소재 제품에서도 환경 보호용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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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 섬유 소재 역시 중국 내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
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초 중국 경기과열로 인해 부동
산 개발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나 기본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화 정책은 장기간 지속될 것인바 토목 분야 섬
유 소재38)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대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송기기에 사용되는 섬유
소재의 수요를 유발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웰빙 개념의 확
산과 함께 스포츠 레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면서 스포츠
아웃도어 웨어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
련 소재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도 나타난다.39)
③ 중국 의류 소재의 고급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인의 의복 생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
인 의복가치관과 문화에서 현대적인 특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입어서 편하고 아름답고, 자신의 개성에 맞는다면 가격
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경향을

38) 토목·건축용 섬유는 세계적으로도 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다. 토목·건축용 섬유 분
야에서 분리, 보강, 여과, 배수 및 차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 합섬섬유와 합성
수지로 된 지오신세틱 제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9) 스포츠 아웃도어 웨어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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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즉 패션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패션과 개성을 중시하는 흐름은 동부 연안 대도시에 해
당되는 것이며 중국 전역에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니
다. 아직도 지방 소도시 혹은 농촌에서는 의복이 패션이나 개
성보다는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
도시에서의 이러한 흐름(개성과 패션을 중시)은 소도시 및 농
촌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
면 의류 소재 또한 고급품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고급 섬
유 소재의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된다. 국내 생산만으로는 의류
소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불
가피하다는 것이다.40)
3) 대응 방향
① 기본 전략 : 기회요인의 지속(선택과 집중)
<그림 Ⅵ-3>은‘수출 견인차’관계에서 기본 전략 도출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10·5계획」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국내 섬
유 소재 산업에게 단기적으로는 기회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주로 소재 산업에서 권
장되고 있다는 점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중국의 에

40) 추가적인 내용은‘시장제공자’
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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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견인차’관계에서 기본 전략 도출

정책
·「10·5」
계획
· 투자가이드 라인
(소재에 중점)
·에너지 절약

시장환경

단기
(공급부족)
장기 (발전)

위협

기회
품목선정에 고려

수출견인차
(부품·소재)

기회의 지속
(선택과 집중)

너지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은 기회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감안하면‘수출 견인차’관계에서의 기
본 전략은 기회 요인 지속 가능성(선택과 집중)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환경은 선택과 집중의 구체적인 전략 품목
선정 과정에서 고려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보자.
중국에는 차별화된 소재가 부족하다. 이는 <표 Ⅳ-1>「10·
5계획」에서의 소재(화섬)차별화율 항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다. 여타 항목 즉 화섬 자급률, 수출용 의류 소재 국산화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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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각각 90% 및 80%인 데 비해 화섬 차별화율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차별화된 소재개발 기술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에너지난과 이와 관련된 정책은 섬유 소재
산업의 발전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다. 중국에서의 에너지난은 한국의 관련 업종(이를 테면, 섬유
소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정책 그리고 시장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차별화된 섬유 소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가 차별화된 소재 제품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음을 드러
내고 있다.41) 차별화된 소재에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② 대응 방향
업계 : 선택과 집중 품목 선정
관건은 어떠한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있다. 이는 시장
환경 평가를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42) 우선 중국 시장에서 비
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 선택과 집중의 후보 대상이 될

41) <표 Ⅲ-7>의 한·중 양국간 무역특화 지수 또한 양국간 섬유 소재 교역에서는 차별화
분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물론 구체적인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치화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본 보
고서에서는 개괄적인 품목 선정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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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편직물, 화섬장섬유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은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수출 견인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중국인들의 의류 소재 변화(고급화)는 수요가 내수용
(특히 면직물 및 편직물)의류 생산을 위해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섬유 소재의
수입이 수출용 및 내수용으로 크게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겠다.
중국 내 수요 지속성으로도 선택과 집중 유망 대상을 선정할

<표 Ⅳ-5>

생활용
섬유

산업용
섬유

섬유 소재 산업의 응용분야
주요 산업

사용 분야

의류 산업

고감성/고기능성 의류소재, 특수 의류 소재 등

스포츠/레저 산업

스포츠 용품업 소재, 각종 스포츠화용 소재 등

가구/내장산업

의자, 커튼, 벽지 등

가방/제화

인조피혁류, 구두 안창/중창용 소재 등

완구/봉제

완구류, 액서서리용 소재 등

환경/청정 산업

정화용 필터, 회수용 필터, 고온금속 필터류 등

수송기기 산업

타이어 코드, 에어백, 벨트류, 구호용재 등

토목/건축 산업

지오 텍스타일, 단열·방음재, 인조건축자재 등

의료 산업

봉합사, 인공혈관, 보호대 등

군수 산업

레이더 위장막, 방탄소재, 섬유 강화 병기재 등

제지 산업

배수/운송 벨트, 건조/압연 벨트

농·수산업

토양피복재, 유연 용기, 방수포, 오염방지막 등

전기·산업

전선 피복재, 고전압 절연재, 전지 분리막 등

자료 : 산업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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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특히 용도별 구분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섬유
소재는 용도에 따라 생활용 섬유와 산업용 섬유로 나누어진다
(<표 Ⅳ-5>). 앞에서 설명한 시장 환경 평가를 근거로 <표Ⅳ5>에서 선택·집중에 유리한 분야를 선정하면 의류 및 스포츠
분야(이상 생활용)와 환경, 토목 분야, 전기·전자 분야(이상
산업용)가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거나 비교우위 가능성이 높은
수송기기 및 전기·전자용 또한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송기기 분야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대
표적인 분야이다. 타이어 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타이어 코드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다.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일종의 부수적인 효
과의 결과이다. 전기·전자 분야도 우리가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디지털 제
품 및 IT관련 기기43)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즉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은 관련 산업용 섬유
의 수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정부 : 국내 수요 확보 지원
앞에서 선택·집중에 적합한 분야로서 환경보호용, 토목·건

43) 2 0 0 4년 1 0월 세계적인 섬유 소재 기업인 듀폰과 제일모직은 F C C L ( F l e x i b l e
Copper Clad Laminate : 연성동방적층필름)을 합작으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들 기업이 합작생산에 합의한 것은 국내 삼성전자 및 삼성 SDI 등 수요처가 다수 존
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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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용, 수송기기용 및 전기/전자용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이러
한 분야는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는 분
야,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설명했
다. 그런데 이들 분야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모
두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점이다. 환경 분야 및 토목/건
축 분야는 중국에서 수요가 보장되며 수송기기 및 전기/전자는
국내에서 수요가 확보된 분야이다.

<그림 Ⅳ-4> ‘수출 견인차(부품·소재)’관계에서의 대응방향

시장환경
· 대중국 수출강세 품목
· 중국내 수요지속 확대
· 의류 소재의 고급화

선택과 집중(기회의 지속 가능 전략)
편직, 화섬장섬유사 등
(중국 우회 세계시장도 포함)
레저 · 스포츠용
(중국 우회 세계시장도 포함)
수송기기, 토목 · 환경용

정부의 국내수요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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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섬유 소재의 선택·집중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
은 수요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
내 토목·건축시 지반 강화 섬유의 사용 의무화(또는 사용 비
율 제고) 그리고 표준 규격 제정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림 Ⅳ-4>는 지금까지 언
급한 대응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3) 시장 제공자(소비재) : 실효적인유통전략마련
현재 한국의 대중국 완제품(특히 의류) 수출 금액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13억
이라는 중국 인구 수 및 도시화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중국 의
류 내수 시장은 우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의류 관련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한편 본 항목의 분석에서는 섬유 소재(산업용 섬유)가 사용
되는 스포츠 레저용 장비도 포함시킨다. 스포츠 레저용 장비
또한 최종재라는 측면에서 의류와 같기 때문이다.
1) 관련 정책 평가
Ⅲ장에서‘시장 제공자’를 언급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중국
유통 장벽이라고 했다. 유통 관련 직접정책으로는 유통장벽 완
화 정책을 그리고 간접 정책으로는 금융 시장 개방 정책을 꼽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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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통 장벽 완화 정책
중국 유통 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은 중국이 WTO 가입을
전후하여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6>은 이
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Ⅳ-6>에 의하면 WTO 가입 이전 중국
유통시장은‘정부 규제가 많은 제한된 개방시장’이었다. 외자
계 유통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북경, 상해, 천진, 광
주, 중경 및 심양 등 6개 도시와 5개 경제특구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업종 또한 소매업에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미국 및 EU 등과 WTO 가입 협상을 하면
서 유통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기 시
작했다. WTO 가입 당시에는 영파, 무한 지역에 대해서도 외자
계 유통업의 진출이 허용되었으며 2003년에는 합작에 한해 도
매업으로의 진출이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을 막
론하고 외국기업의 다수 지분 획득도 가능해졌다. 2005년부터
는 100% 단독 출자형태의 독자 유통업체 설립도 가능해진다.
특히 별도의 허가 없이 제조업체에게 유통권이 주어지고 유통
업체 역시 별도의 무역업 허가 없이 수출입권을 획득하게 된다.
요약하면, 중국의 유통업은 2004년 말44)부터 외국인 직접투
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2006년 말에는 지역, 업
종, 자격 및 투자 지분 등에서의 모든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외국 유통업체는 중국 유통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렇게 되면 중국 유통시장내 국내외 기업간 가격, 서비스 및 출

44) 정확하게는 2004년 12월 1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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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WTO 가입을 전후한 중국 유통 시장 장벽 변화
진출 가능 지역 진출 가능 업종

WTO가입
이전

·6개 도시, 5
개 특구 등
11개 지역

소유권 지분

·소매업
·도매 및 물류
업은 제한적
허용

·1개 도시내
최다 2개
업체 설립
가능

·도소매업 겸
·최고 49%
업 가능
·중국내 생산
가입 시
·영파, 무한 추
제품 도매
(2001년 말)
가
가능
·창고 보관 등
물류업 가능
2년 뒤
·모든 省都에 소매업 개방
(2003년 말) ·중경 영파에 J/V 도매업 개방

업체 수

·도소매업 모
두 50% 이
상 지분 획득
가능

·지방 정부
별 단계적
폐지·완화

·독자기업 설
·신문, 도서, 방송, 석유, 화학
3년 뒤
립 가능
비료 등을 제외한 지리적 제한
(2004년 말)
·수출입 권한
철폐
자동 획득
5년 뒤
·전지역 전업종(서비스 포함, 위 업종 제외) 개방
(2006년 말) ·소유 지분 제한 업체 수 제한 철폐
자료 : 김익수(2004), p.146 수정 작성.

점 등에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중국 유통업체
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의 강화, 자체 영업망 확충, 외국
유통사간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유통 관련 모든 규제가 폐지된
다는 점은 한국에게 기회요인이지만 이로 인해 경쟁이 더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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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다는 점은 위협 요인이 된다.
한편 한국의 E-Mart는 1997년 상해에서 합작기업 형태로
1호점을 개설했으며 이후 상해 여타 지역 및 천진 등으로 지역
적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내 4만 5,000여개 중소
소매점의 연합체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2004년 4월 중국
요녕성 심양에‘원마트’브랜드로 편의점 사업을 개시했다. 이
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부터는 거의 모든 도시에
서 독자 유통 기업의 설립이 가능한데다가 지역·점포 수에 대
한 제한도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유통 기업의 중국 진출
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② 금융 시장 개방 정책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금융 서비스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
방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금융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 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 금융 시스템의 개혁은 필요하다. 실제 중국은 2006년 금융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외환관리 완화, 외자계 은행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외자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내 낮
은 신용카드 보급률은 열악한 배송·물류 인프라 등과 함께 유
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중국에서의 금융시장 전면 개방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 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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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들의 소비 생활 고급화 및 편리성 추구와 맞물려 유통업은
종전에 비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 금융 시장
의 전면 개방은 중국 유통업 발전 및 외자계 기업의 중국 유통
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시장 환경 평가
본 항목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의류이다. 따라서 시장
환경 평가에서는 중국 인민들의 소비 행태에 관한 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중국 인민들의‘의(衣)’생활 태도
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① 중국 소비자의 행동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소비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소득 수준이다. 최근 중국에서의 소득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Ⅱ장에서 살펴본 내
용이다. 중국에서는 소득 수준 이외에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독특한 요인들이 있다. 이를테면 평균주의와 차별주의라는
서로 상반된 문화이다. 이밖에 불신문화45) 및 관시 문화도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균주의와 차별
주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5) 불신문화는 TV, 신문 등 매체 광고나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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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주의와 경쟁적 소비 행태
중국인들은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개혁·개방이 시작될
때까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생활했다. 사회주의란 성별, 직
업, 직급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누구
나 평등하다는 의미에는 생활수준에서도 같아야 한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 혹은 평균 주의는 소비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위에 누군가가 고급 제품을 구
입하게 되면 본인도 고급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적
어도 같은 사회 계층 안에서는 재력이나 생활수준에서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주변 사람이 구
매한 제품을 자기가 경제적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고 보고 있다. 신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에 특정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구매 행태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및 고급
의류 등 고가 제품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 주의와 과시형 소비 행태
앞에서 언급한 평균주의에 따른 소비행태가 전통적인 사고에
서 출발한 것이라면 과시형 소비 행태는 개혁·개방의 산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인의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그릇된
소비관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즉 타인에게 과시하거나 무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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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체면(미엔즈 : 面子)을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들 생일 파티 때 자녀 친구들을
맥도날드나 KFC 등 패스트푸드점에 초대함으로써 자신과 자
녀들의 체면을 세우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를 자랑스럽게 이
야기하는 현상이 여기에 속한다.
2 0 0 3년 1월 1 5일「인민일보」에, 12명이 한끼에 3 6만
6,000위안(약 5,000만원)의 음식을 먹었다는 보도(滿漢全席)
도 과시형 소비의 한 형태이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과시형 소
비 행태는 가전제품 및 휴대폰 등에서 자주보이고 있다. 일반
중국인들은 DVD가 어떤 물건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VTR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중국에서 VTR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DVD 시대로 건너 뛴 것도 이러한 과시형 소비 행태의 결
과이기도 하다.
중국인들의 과시형 소비는 고급 의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의 경우 고급 브랜드 의류라고 하더라도 라벨이 의류 이면에
부착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에서는 표면에 부착되어 있다.
고급 브랜드 라벨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
국인들은 과시형 소비 행태는 경쟁적 소비행태와 함께 의류 시
장 수출 유망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하겠다.
③ 소비 지출 구조 변화
<표 Ⅳ-7>은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 구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인당 소비지출 가운데 의복비
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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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 구조 변화
단위 : 위안, %

구분
1인당 지출 금액

1985

1990

1996

2000

2001

633.2 1278.9 3917.5 4998.0 5309.1

2002
6029.2

식비

55.6

54.3

48.6

39.1

37.9

37.1

의복비

15.5

13.4

13.5

10.0

10.1

10.3

가정설비/서비스

9.1

8.5

7.6

8.8

8.3

8.5

의료·보건

2.6

2.0

3.7

6.4

6.5

6.7

교통·통신

2.3

3.2

5.1

8.0

8.6

8.4

오락·교육·문화

2.4

8.8

9.6

12.6

13.0

13.6

주거

5.1

4.8

7.7

10.0

10.3

10.7

기타

7.5

5.2

4.3

5.1

5.3

5.0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호.

비 지출에 대한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
은 오락·교육·문화·비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대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락·교육·문화비용에는 스포츠 레저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타 오락이나 교육과는 달리 스
포츠·레저에는 장비 및 전문 의류가 필요하다. 즉 중국 내에
서 향후 sports/outdoor wear 및 산업용 섬유 소재가 사용되
는 스포츠·레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
후하여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중국 의류의 패션화
중국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의류 소비에서도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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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는 중산층(특히 도시에서)을 양산
시켰으며 중산층들은 신분 상승의 상징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
는 것이 종전과는 다른 의복 선택이었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의류 문화의 두드
러진 특징은 고급화, 다양화, 감성화 및 개성화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의 의류 패션은 당초 젊은 여성들의 패션 참가로 시작
되었다. 이들은 미적 표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이 의류 패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중년 여성에서 남성, 청
소년, 유아패션에 이르기까지 패션은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패션은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향후 중국 의류 패션에서의 고급화, 다양화, 감성화 및 개성
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강성 및 기능성을 강
조한 스포츠 및 레저 패션도 점차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응 방향
① 기본 전략 : 실효적인 유통 전략 마련
경제 거래에서 상품의 종류 및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유
통경로와 관련된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통 경로 관리는 생산자 자기 뜻대로 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활동은 실
패하건 성공하건 자기들 책임 하에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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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관련된 마케팅은 생산자 자기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은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기
업이기 때문이다. 즉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유통 경로)의 도덕
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이 자기 회사 즉 직영점인 경우는
자기 회사 의지대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 조직으로 직
영점을 두는 경우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바 대기업
혹은 다국적기업에서나 가능하며46) 중소기업으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도 아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유통 경로 선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통 경로를 선택했다고 해서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
다. 선택된 경로를 관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만약 생산자(예
를 들어 국내 의류 생산업체)의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면 유통 경로 관리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 경로가 되려는 후보들 간 경쟁이 치
열해질 것이며 결국 관리 또한 유리한 조건에서 주도권을 쥐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의류 시장에 판매되는 국내
의류 제품 가운데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유통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는 드물다. 특히 이제 막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
는 중국 유통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유통 경로에서 주도권을 행
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사정을 감안하여 유통 시장 개방이라는 새로

46) 제일모직의 양복 브랜드‘갤럭시’는 2002년 한해만 하더라도 96만 7,000달러의 매
출실적을 올렸다. 제일모직의 유통은 직영점 위주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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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회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에 두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통 경로 선택 및 유통 경로 관리에서 수반
되는 위험 부담 및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 제품이 지명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유통 전략과 함께 중국 소비자들의 행동에 부합하는 품
목 선정에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본 항목에서는 시장

<그림 Ⅳ-5>‘시장 제공자(소비재)’관계에서의 기본 전략 도출

정책
시장환경

· 유통시장 개방
· 금융시장 개방
경쟁격화

시장확대

진출가능(확대)
기회

위협

시장제공자
(소비재시장)

기회요인의 구체화
(실효적인 유통경로 선택)

적절한
상품선택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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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가를 기준으로 적절한 품목에 대해 논의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기본 전략 및 적절한 품목 선정 경로 등을
설명한 것이 <그림 Ⅳ-5>이다.
② 유통 전략
전시회 활용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를 바라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된다. 상품을 구매하
고자하는 바이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중
국 내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특히 대리점 및 에이전트와도 접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기업은 전시회나 교역회를 통해
거래선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즉 중국에서 개최되
는 각종 전시회 참석은 유통 경로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
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 주관하는 섬유(의류 포함) 관련 전시회는 연간
30회 정도에 이르고 있다47)(<표 Ⅳ-8> 참조).
그런데 전시회 활용에서는 경비 및 정보 등에서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지원이 필요
하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

47) 중국 전 시 회 관련 정 보 는 KOTRA 중국 현지 사 무 소 및 중국 인 터 넷
www.chinaexbition.net 등을 통하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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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명칭

중국
국제복장
박람회

중국 섬유·의류 관련 주요 전시회
개최지

북경

시기

매년 4월

성격
-

중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의류 전람회
국가급 지원으로 개최
중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참가
이미지를 홍보하고 유통 개설 상담 및
정보 교류

대련
국제복장
박람회

대련

매년 9월

- 대련 시민의 이벤트성 행사
- 대련시를 패션도시로 육성하려는 정책
의 일환

상해
국제복장
박람회

상해

매년 10월

- 의류용 직물, 홈 텍스타일 및 악세서리
등을 전시

중국천진
춘계 전국
상품 교역회

천진

매년 4월

- 수출 장려 및 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

자료 : 박 훈 외(2003).

자. 중국 전시회에 참가하면 각종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
다고 해서 전시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
시회 참가 희망 기업이 많아 전시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48)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섬유(의류) 패션
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섬유패션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의류패션업체들도 중국으로 몰려
들고 있다. 이들은 중국 내 생산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북경 전시회와
48) 특히 이러한 문제는 상해 및 인근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에서는 상해 엑스
포 등으로 인해 이미 2006년까지는 전시관 예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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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상해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참가 업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전시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중국 입
장에서 본 외국) 기관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지방을 순회하면서 직접 로드-쇼를 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각종 유명 전시회만큼의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상품 홍보 및 유통 경로 선택에 크게 기
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는
KOTRA가 주관하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상품을 주제로 전
시회 및 로드 쇼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KOTRA
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40~60% 정도의 경비 지
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KOTRA가 주관하는 많은 전시회 가운데 중국 내에
서 개최되는 섬유 패션 전시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 관련
기관은 섬유 패션 관련 전시회가 중국 내에서 자주 개최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판매 제휴
직영점 등을 통한 직접 유통도 아니며 대리점 등을 통한 간
접유통도 아닌 판매 제휴를 통한 유통 경로도 있다. 외자계 기
업이 중국 기업 혹은 중국 내 외자계 기업 등과 판매 제휴 계약
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가전 및 디지털 제
품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의 하이얼
과 일본의 산요 전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산요 전기는 중국

150 한·중 경제관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내에서 하이얼의 판매망을 활용한다.49) 이러한 방식은 판매 제
휴를 체결하는 기업 상호간 win-win을 기대하는 전략이다.
의류 제품에서도 이러한 판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말하
자면 중국대리점 혹은 총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
과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산 고가제품을 판매
할 때 중국 기업의 판매망을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산 저가 제
품을 판매할 때 한국 기업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전략이다.50)
한국 기업간 판매 제휴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중국에 이미 진출하여 탄탄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경우 협력사간 의
견 조정만 쉽게 이루어진다면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동종 업종이 아닌 이종 업종 간 판매 제휴도 검토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중국에는 이미 탄탄한 내수 판매망을 갖춘 한국 기
업(의류가 아닌 여타 제품)이 다수 있다. 이들 기업의 기존 판
매망을 활용하여 의류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이다. 이러
한 경우 기존 이종(異種) 업종의 기업은 의류 제품을 판매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만약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부정
적인 파급효과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호 협력
은 쉽게 성사될 수 있다.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은 중국 내 탄탄한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과 중국 진출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간 커뮤니케이션 구
49) 중국의 하이얼은 일본 내에서 산요 전기의 판매망을 활용한다.
50) 물론 이처럼 경쟁 혹은 협력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자기 제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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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계 유통 기업 활용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투자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수출 지향형에서 내수시장 지향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은 한국계
유통 회사의 부족이다. 이들 기업이 한국계 유통 회사를 원하
는 이유는, 중국계 유통 회사 즉 대리점, 할인점 및 총판 등과
는 접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
별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이다. 그런데 한국계 유통회사와 협력관계를 원하는 기업은 비
단 중국 내 진출 한국기업만이 아니다. 중국에 수출하거나 수
출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으로의 유통 기업
진출은 쉽지 않았지만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한국 유통 회사 설립이 크게 완화되었다. 즉 한국계 유통기업
의 대중국 진출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종래 문화적 이유
로 인해 중국 내 유통 경로 선택 및 유통 경로 관리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한국계 유통 기업을 활용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수 있다. 또한 대중국 수출에서 한
국계 유통 기업을 활용하고자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
나 이 경우 신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계 유통 기업은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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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절한 상품 선택(sports/outdoor wear 등)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품목으로 sports/outdoor wear 및
산업용 섬유 소재가 사용되는 스포츠·레저 장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표 Ⅳ-7>을 통해 스포츠·레저를 포함한 오락·교
육·문화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즉 중국인들(특히 도시인)은 생활상의 기본적인 의식
주가 해결되자 자연스럽게 오락·교육·문화 레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출
증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스포츠·레저에 필요한 의류는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고기능·고성능화되고 있으며, 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는 용도에

<그림 Ⅳ-6>

‘소비재 시장’에서의 대응방향
기업

정부

유통전략

· 전시회 활용
· 판매제휴
· 한국계 유통기업 활용

상품선택

· 고가(고급)
· 스포츠/아웃도어 웨어

· 소비자행동
· 소비지출 구조변화
시장 환경

개최 및 참여지원
중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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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끊임없이 개량되고 있다. 스포츠·레저 산업에서는
탄력성·내구성·정밀성·경량성이 요구되는 신소재(산업용
섬유 즉 탄소섬유 등)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
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레저 관련 섬유 제품(최종 소비
재)으로는 전문 복장을 비롯하여 골프채, 낚시 대, 고급 테니스
라켓, 텐트,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요트용 범포, 스키 장
비 등을 들 수 있다.51) 물론 이러한 스포츠 웨어 및 장비들은
고가제품들이다.
<그림 Ⅳ-6>은 지금까지 설명한‘소비재 시장’에서의 대응방
향을 보여주고 있다.

2. 생산 관계
(1) 최대 해외투자대상국: 기존투자경영 개선
1) 관련 정책 평가
중국이 구조조정 대상지로서 역할을 하던 산업공동화 유발
요인이 되던 관련 정책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으로 집약된
다. 이 밖에 대중국 투자는 에너지 정책, 세금관련 정책 그리고
지역개발 정책과 연계된 섬유산업 발전 정책 등으로부터도 크

51) sports/outdoor wear 및 스포츠·레저 장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Ⅴ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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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세금 관련 정책
은 3절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외국인 투
자정책과 지역개발과 연계된 섬유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서 언
급한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개방의 확대에 초점을 둔 제도정비, 고
기술 산업투자 권장 및 국유기업에 대한 M&A(인수 합병) 허
용 등이 대표적이다.
① 외국인투자제도의 정비 : 내수 시장 확대
대표적인 제도 변화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생산 제품의
중국시장 내수판매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된 외자기업
법 제3조에서는“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거나 제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해야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삭제하고“외자기업의 설립은 중국국민경제에 유익해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 수출하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외자기
업의 설립을 권장한다”라고 수정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외환수지평형을 유지하
도록 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조치를 취소하였다.
즉 개정된 제도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내수시장 진출이
종전에 비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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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기술산업 투자 권장 정책
고기술 산업 투자 정책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과 2003년
6월 제정·발표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경공업 관련 내용이다. 종래 가이드라인(1998년 시행)에
서 장려영역이던 경공업품목을 허가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경공업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입하겠다는 의사이
다. 경공업에는 섬유 소재 일부 및 의류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즉 보유 기술 수준이 낮은 의류 산업과 소재 가운데에서도 응용
기술 수준이 낮거나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 방직, 면방직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의
도이다. 또한 화학섬유 가운데에서도 생산 규모가 작은 투자에
대해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기술부와 상무부는 해외 선진기술도입의 가속화와
외자유치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2일‘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제정·발표했다. 주
요 내용은 전자ㆍ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항공기술, 광메카트로
닉스, 생물의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 신에너지 및 고효율에너
지절약, 환경보호, 지구공간·해양, 핵 응용기술 그리고 현대
화농업 등 11개 분야에서 총 917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록은 기존‘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첨단기술 영역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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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고기술관련 산업 투자
장려 정책은 국내 섬유산업 대중국 투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유기업에 대한 M&A 허용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 의한
M&A를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3월
에 걸쳐 관련 법규를 잇달아 제정·공포하였다. 특히 2002년
11월에“상장기업 국유주 및 법인주의 외국인 투자자로의 양도
에 관한 통지”가 발표됨으로써 1995년 9월에 금지되었던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중국 섬유 산업 분야의 투자에서도 국유기업에 대한 M&A
가 진출 수단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섬유산업의 사정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의 M&A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지역 개발과 연계된 정책
중국에서 섬유 산업은 국가 중점 산업으로는 자리 잡기 어려
울 것이다. 그러나 개별 산업 정책 특히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섬유산업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
다. 예를 들면 서부대개발 정책에 서부 각 지역별 섬유 산업 발
전 전략이 포함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1995년부터 노후 및 저급 방적시설의 내륙 이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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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東錠移西)을 실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섬유 산업
가운데 저기술 분야를 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이지
만 확대해석하면 경제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정책
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동북 지역 재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둘 것임을 천명
하고 있지만 잉여 인력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집약 경공업 발전
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노동 집약 경공업
가운데에는 섬유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바 섬유 산업
발전 전략은 지역 개발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섬유산업 가운데 이미 비교우위가 상
실되어가는 분야는 저개발 지역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급기
술을 요하는 분야는 동부 연안지역에서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국가간 산업구조 조정 고도화의 모델로 해석되던
안행형태론이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서도 진행되어 진다는 것이
다. 국내 섬유산업에서의 한계기업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대중
국 투자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2) 시장 환경 평가
① 투자 성격 변화 : 대형화 및 기술첨단화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변화된 일련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외국인투자의 성격에도 적지 않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우선 중국이 글로벌 전략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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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투자의 주요 목적이 저렴한 생
산비를 활용한 수출지향적 가공생산에서 내수시장 지향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중국 투자 경영시스템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 중국투자 기술전략에서도 변화가 예
상된다. 단순기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대중투입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다국적기업에 대
한 기술투입의 강제성 요구를 폐지하고, 특허기술의 보호기간
을 늘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의 대중 기술투입 증가를 가져와 기술이전 속도가 가속화되는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이미 자동차와 IT산업에서는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기술전략이‘단순 기술이전’
에서‘R&D
경영전략’으로 전환되면서 다국적기업의 R&D센터의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王志樂, 2004).
중국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점유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이용하려는 R&D 전문연구
센터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중국에 R&D센터를 세운 다국적 기
업에는 Motorola, IBM, Lucent, Dupont, P&G, GE, GM,
Volkswagen, Intel, Siemens, Novo Nordisk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이 대형화되고 기술 또한 첨단화되어간다는 것
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
로 예측된다. 투자 동기에서는 비용 절감형에서 시장 진출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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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될 것이며, 업종별에서는 기계 장비, IT장비 등 상대적
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업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투자 주
체에서도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투자 규모 또한 갈수
록 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자 성격의 변화는 섬유산업의 대중국 투자에 유리
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② 국내 섬유 산업의 현주소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성격이 변화하고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성격 또한 고도화되어 간다 하더라도 본 보고서에서 관심
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섬유 산업에서의 대 중국 투자 경쟁
력 정도이다.
중국에의 지나친 의존과 기술 개발 등한시
한국의 섬유 산업은 전반적으로 범용 저가제품 중심의 개도
국형 생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여
년간 급속도록 팽창하는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존하여 기
술개발을 등한시한 측면이 강하다. 기술개발을 등한시 한 결과
에 따른 낮은 기술 수준은 중국이 투자도입을 기대할 만큼 높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크게 달라진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
게 할 수단으로도 작용하지 못한다. 결국 국내 섬유 산업의 기
업들은 비용 절감형에서도 그리고 내수시장 지향형에서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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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은 점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위주의 섬유 산업
섬유산업의 특징에서도 한국 섬유 산업의 기업들이 향후 중
국으로 진출이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 섬유 산업의
기업은 일부 사(絲)를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
소기업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WTO 가입 이후 변화
된 외국인투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
소기업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조직 및 경영시스템에
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원하는
중국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국유기업 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
다. 즉 한국 섬유산업은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투자의 성격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화학섬유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의
중국 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3) 대응 방향
① 기본 전략 : 기존 투자 경영 개선
업계 : 새로운 사업 모색
<그림 Ⅳ-7>은 지금까지 설명한 관련 정책 및 시장 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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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기본 전략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림 Ⅳ-7>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기회요인은 東錠移西 등
지역 개발과 연계된 섬유 산업 육성 정책과 새로운 투자제도
정비에 의한 진출기업 내수시장 진출 허용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동정이서 등의 정책은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는 측면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는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우려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렇게 보면 중점을 두고 살려야 할 기회는 진출 기업
의 내수시장 허용이다.

<그림 Ⅳ-7>

‘투자대상자’관계에서의 기본전략 도출

정책

공
동
화
가
속
우

·
·
·
·

시장환경

東錠移西 등
진출기업 내수허용
고기술 산업 권장
M&A 허용

· 대형화 · 첨단화
· 국내섬유산업 약점
(기술개발 등한시)
(중소기업 위주)

해당사항 낮음

위협
투자부진

기회

투자대상자

기회활용 및 위협 예방
(기존 투자경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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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동 중인 섬유 산업 기업들은 다른 업종의 기업에
비해 경영 활동이 상대적으로 길다. 여타 업종에 비해 빠른 시
기에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빠른 시기에 중국에 진출했다
는 것은 현지 임금의 급상승, 중국 경쟁업체의 급부상, 해외바
이어들의 구매선 전환 등으로 인해 성장 및 수익의 한계에 부
딪친 기업 또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내
수 시장 진출 허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수출보다는 내수에 치중하거나 섬유업
종이 아닌 여타 새로운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
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지 인터뷰 조사(산업연구원, 2004)에서도 중국에서
사업 경험 그리고 현지 사정에 대한 밝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가는 기업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 지원방향 전환
1992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
록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말 기준 대중국
투자는 건수 면에서는 60%를 그리고 금액 면에서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대중국 투자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책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향한
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즉 신규 투자를 위한 지원책보다는 기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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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현지에서 보다 나은 여건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
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대중국 지원방향이 신규 투자 촉진에서 기존
투자 경영 활동 여건 개선으로 전환되면 섬유 산업 기업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섬유산업에서의 대중국 비중
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 집약산업에서의 대중국 투자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정
부 지원정책의 전환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 또한 시기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업의 경영 지원 및 이
와 관련된 각종 정보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중·장기
적으로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
하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영 목적은
수출 시장보다는 중국 내수시장52)에 두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 異업종 異지역 교류회를 신사업 모색에 활용
업계 : 이업종 이지역 교류회 적극 참여
기 중국 진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 선
발 기업이든 후발 기업이든 기존 섬유 산업 투자 기업들은 업
종 전환 및 신사업 발굴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

52) 중국 내수시장은 지역마다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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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업종(異業種) 이지역(異地
域) 기업간 교류 협의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동성 청도에
있는 섬유 산업 기업이 상해 인근지역의 서비스 기업 환경을
알고자 할 경우 이러한 협의회를 이용하면 정보 및 해당 기업
의 경험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중국(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인터넷이 비교적 잘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홈 페이지 개설을 통한 이업종 이 지역 기업간
교류 협의회 구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또한 가입 기업간 커
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정부 : 이업종 이지역 교류회 운영 지원
이러한 교류회를 운영하는 데에 정부 및 관련기관이 적극적
으로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면 이들 공공기관이 이지역 이업종
교류회에 필요한 인터넷 서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들 자체적으로 서브를 운영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다. 많은 기업들이 회비를 제대로 납
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곳이 다수
존재한다. 즉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교류회를 통한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기업들이 정보 교류에 필요
한 서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기관이 서브를 운영할 경우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
과 해결방안 제시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애로
사항 해결 노력에서 공공기관 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명
확히 규정해 두는 일이다. 현지 투자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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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기업운영에서 오는 모든 애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주로 지방정부와의 협상
을 거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기업 소
득세 부과 측면에서 중국 기업과의 차별문제, 지방정부가 징수
하는 준조세 문제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중국소재 기업들로부
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정보 확
보 및 활용 등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각종 경제 정책과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 개혁과 외자계 기업
에 대한 조세 징수 강화와의 관계, 중국의 재정정책과 지방 정
부에 의한 준조세 징수와의 관계, 중국에서의 금리 인상과 배
경, 위안화 절상 후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② 투자 대상지 전환
업계 : 동북 지역에 관심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외국인 투자정책이 크게 바뀌
었다고 해서 섬유 산업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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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곳
도 있다. 지역 개발 정책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동북 진흥계획에 따른 동북 지역이 투자 유망 후보 지역이다.
동북 지역 진흥 계획의 기본은 중공업 발전 정책이다. 그런
데 동북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잉여 노동
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북 지역 개발 정책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100대 프로젝트는 기업간 경쟁적인 구조조정
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이 과정에서 잉여 노동력은 더욱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동북지역은 중공업 발전 정책
을 기본 기조로 추진하더라도 잉여 노동력 흡수 정책 또한 중
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북
지역 지방 정부 당국은 노동집약 경공업에 대한 외자 유치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한하거나 금지하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집약 방식에 생산을 의존하는
기업은 동북지역53)으로의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즉 대 중국 투자를 원하는 섬유 산업 기업(특히 봉제)은 기
존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발해만 연안이 아니라 여타
지역을 투자 대상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54)
정부 : 해당 지역 정보 제공
중국이 동북 지역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각종 다양
53) 동북지역은 동부 연안지역에서 나타나는 전력난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는 장점이 있다.
54) 한편 중국 내 여타 지역뿐만 아니라 베트남 및 북한(개성 공단)도 투자 전환 대상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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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동북지역 중앙기업조
정 개조의 지도’를 비롯하여‘100대 프로젝트’,‘증치세 제도
변경’,‘자원고갈지역 재개발’등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
지역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정책들은 섬유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관련 정
책이 독자적으로 혹은 상호 결합하여 산업(이를 테면 섬유 산
업) 투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
③ 산업공동화 진행 방지 노력
업계 : 의류 분야 수요 창출
국내 섬유 산업이 직면하는 문제점 가운데에는 산업현장에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섬유
산업이 흑백 TV처럼 수요가 사라지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동 업종이 급격히 쇠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미국 등과 같이 선진국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을 모색해야 한다.
섬유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가 사 - 직물 - 의류 등으로 구성
된 것을 감안하면, 고기능 개발·생산 그리고 다품종 소량생산
(이상 사 및 직물)과 고감성 패션의류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섬유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
다. 섬유 산업의 가치 사슬구조가 고기능·차별화로 진행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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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생산 시스템의 혁신, 관련 분야 즉 섬유 기계, 염색 가공 분
야에서의 기술 수준 제고 및 R&D 투자 확대 그리고 섬유산업
과 관련 산업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개발 및 생산 시스템의 혁신 등 공급 분
야도 중요하지만 수요 분야(즉 수요 기반 확보) 또한 섬유 산
업의 쇠퇴(산업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요 기반 확보 가운데에서도 의류(의류 가운데에서도 기본 의
류가 아닌 패션 의류)의 수요기반 확대가 중대한 의미를 가진
다. 왜냐하면 의류는 섬유산업의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바 의
류에서의 수요확대는 사 및 직물 등 업스트림의 수요를 견인하
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의류 분야의 수요 확대가 섬유 산업의 급속
한 쇠퇴를 저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한 팽창55)한 동대문
의류 시장이다. 동대문 시장은 국내 섬유산업의 쇠퇴 속도(산
업공동화 진행 속도)를 늦추고 패션성을 가미한 재래시장의 새
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03)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특정 산업 특히 섬유 산업에서의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섬유 산업 가치 사슬 전반
그리고 관련 업종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 변화 및 생산성 혁신
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수요 기반
확보(특히 패션 의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55) 2004년 현재에는 조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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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도 섬유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고 산업공
동화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 기반 확보 방안56)에 대해 초
점을 둔다.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이 한·중 관계라는 점을 감
안하면 수요기반 확보 방안은 곧 중국시장에 초점을 둔 것이
다. 한편 여기서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수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는 Ⅴ장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
정부 : 산업공동화 예방 지원
섬유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고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섬유산업 가치 사슬 전반뿐만 아니라 관
련 분야 즉 섬유 기계와 염색가공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생산
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섬유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가치 사슬 전반과 관련 분
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섬유산업과 여타
산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인력확보 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는 본 보고서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을 활용하여 수요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활용하여 수
요 기반으로 구축하는 데에도 정부 부문의 역할이 있을 것이
다. 즉 본 보고서에서 섬유산업의 급격한 쇠퇴(산업공동화)를

56) 공급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은 이미 박훈(2004) 등의 보고서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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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투자대상자’관계에서의 대응방향
기업

기존기업의 신사업
진출기업 내수 허용 모색
기회
지역개발과 연계된
정책(東錠移西 등)
위협

산업공동화 우려

정부
· 투자지원 방향전환
· 異지역 異업종 교류
지원

투자대상지 전환

새로운 대상지 정보
제공

중국내 다운 스트림(의류)
수요 창출

의류 수요창출 지원

주 : ← 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
원책은 중국을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표 Ⅳ-9>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응 방향을 요약한 것
이다.

(2) 한국에대한 투자자: win-win 전략 모색
1) 관련 정책 평가
① 배당금 강제회수 완화 등
2002년에 개최된 중국 제15차 당 대회 때 국가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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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동시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각종 정책들
은 1992년부터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정
책으로는 배당금 강제회수 완화(1999년 시행)와 투자 보험
(2001년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에 상응하는
과실송금 보증금 예치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얻은 이익금은 반
드시 배당을 통해 국내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익금을 재투자나
증자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이익금을 기한 내에 국내 송금하지 않을
경우 외화 도피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했다. 그러나 최근 이익금
에 대해서는 현지 유보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이익금 사용 용
도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토록 개선되었다(김주영, 2004).
중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01년 北京
에 자본금 40억 위안의 수출신용보험공사(中國出口信用保險公
司)를 설립하고, 2003년부터 배당, 외환, 전쟁 등과 관련된 위
험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서 민간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원활
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정책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가 확대되면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57)

57) 정책 전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화섭(2004), pp.35~3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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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에 대한 투자 장려 업종
중국 상무부는 2004년 7월 발표한「해외투자국별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투자 장려 업종도 명
기되어 있다 자동차, 화공원료 제조, 통신 설비, 컴퓨터 및 기
타 전자 설비 등이다.58)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소매, R&D, 건
축 및 운수교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업종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
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목적은 기술 도입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섬유 산업이 대한국 투자 장려 업
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목
적(기술 도입)을 감안하면 섬유 산업 가운데에서도 한국에 대
해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 즉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59)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
2) 시장 환경 평가
① 양국간 무역구조
세계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것도 그 적자폭이

58)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소매, R&D, 건축 및 운수교통 등이 포함되어 있다.
59) 예를 들면 화섬 원료, 화섬장섬유사, 편직물 등이 대표적이다.

제Ⅳ장 한·중 관계 다양성에 따른 대응 방향

173

매년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하는 품목에는 부품·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산 부품·소재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유발하는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어떠한 용도의 품목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부품·소재에서 주
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나 쌍용 자동차 인수60)도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우
선 투자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중국
의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M&A에 중점
중국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역 사무소 개설 형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제조
업의 투자가 증대되면서 생산라인 건설 및 외국 기업 인수 등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생산라인 건설은 주로 개도국에서
그리고 M&A 등의 형태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는 M&A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M&A하
는 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60) 중국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기면 부품
업체까지 동반 중국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자동차 인수가 부품업체에
대한 투자(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수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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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기업 물색을 대행하는 회사
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61)
③ 해외투자 경험 부족
중국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정부 및 해외주재 공관
들이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
다. 예를 들면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해당지역에서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산업, 투자 환경, 법률, 재무, 사법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중국 정부 당국은 해외직접투자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일천하여 해외 경영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은 기업 수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
라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예를 들
면 현지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교육에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

61) 현재 上海産權交易中心이 중국기업의 해외 M&A를 취급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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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통한 走出去가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 기업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
또는 각종 사업 상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 대한국 투자 전망
지금까지 언급한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정책 및 시장환경 분
석은 향후 중국의 대한국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부품·소재(絲 및 직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국내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가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Ⅵ-8> 참조).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해보자.
① 사·직물에 집중
섬유산업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기술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품목에서 나타날 것이다. 섬유 산업 가운데 의류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
며, 섬유 소재 분야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
히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 소재는 대부분 수출용 원·부
자재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국 측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가가치
는 상대적으로 적다. 즉 섬유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투
자를 하고자 한다면 부품·소재에 해당하는 사 또는 직물 분야
가 주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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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대한국 투자자’관계에서의 기본 전략 도출

시장환경

정책

· 양국간 무역구조
· M&A에 중점
· 경험부족

· 배당금 강제회수 완화 등
· 대한국 투자 장려 업종

투자확대

대한국 투자전망
·부품·소재(직물등)
·자본부족 기술보유
중소기업
·구미기업과 연대

기회
위협
·기술유출우려

·중국시장확보
·생산·고용
증대

대한국투자자

win-win
전략 모색

② M&A가 주를 형성
중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형태는 gree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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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아닌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M&A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규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선진 기
술 습득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 기업
가운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62)
따라서 중국 측은 이러한 기업 인수를 위해 한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던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지 각종 기업 정보 수
집 및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기업이 섬유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③ 구미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직접투자
중국에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
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
다. 특히 인재, 전략, 정보 분석 등의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
지 못하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
해 구미 및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
는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다.63) 선진 기업들과 합작을 할 경

62)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사례로는 BOE 그룹(京東方科技集
團)의 하이닉스 반도체 TFT-LCD 사업부 인수를 비롯하여 上海電タ集團의 일본 아키
야마(인쇄회사)사 인수 그리고 華意集團의 미국 Moltech 전력회사 인수 등이 대표적
이다.
63) 여기서 구미 및 일본 기업이라고 함은 중국 내 활동 중인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은 자
국 내에서 이들 기업과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 협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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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인재, 전략 및 정보 분석 등에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일반인들에게 구미 자본은 거부감이 적으
나 중국 자본은 반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일 수 있다. 上海汽車集團이 GM대우자동차의 10%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가 여기에 속한다.64)
섬유 산업에서 구미기업이 중국기업과 연대하여 한국에 진출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생산능력 활용에 초점을 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화섬원료,
화섬장섬유사 및 화섬장섬유직물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4) 대응 방향
① 기본 전략 : win-win 전략 모색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내 생산 및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경우 부품ㆍ소재에 집중될 것이라고 이미 앞에
서 언급한 적이 있다. 부품ㆍ소재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자본이 도입되면 장기
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테면 중국 자

64) 현재 중국에는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400여개 기업에 중국에 진출ㆍ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
다. 이러한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 경제 환경의 특성보다는 모기업의
global strategy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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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동 부문에 집중 투자되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가 하면, 동 부분에서의 기술 이전(기술 유출)이 이루
어져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부품·소재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
및 기술개발과 연계된 다양한 전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하게 되면 비교우위에 따른
역할 분담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한국 측은 기술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 측은 자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즉 생산시설을
한국에 두고 제품 공동생산 및 공동개발을 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원 및 원자재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증대되며(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대한국 무역 수
지 적자가 개선될 수도 있다)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 합작에 의해 제품이 공동생산 될 경우 화교네트워크
가 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화교
네트워크는 중국 측이 보유한 비교우위이다. 결론적으로 언급
하여, 중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정부부문이든 민간부
문이든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을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그림 Ⅳ8>.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업계 : 중국 시장 접근 용이성 검토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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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 확보이다. 중국에서는 유통망을 확보하면 시장 진출의 절
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유통시장이 지나치게
패쇄적인바 외국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유통
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는 현지 국유기업 등과의 합작도 권장
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가운데에는 영업실적 면에서는 그다
지 뛰어나지 않으나 국내 유통망 확보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
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중국 자본이 유입될 경우에도 중국 내수 시장 유통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중
국 자본을 유치한 국내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유통 기법 및 교육 등은 한국 측이 담당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투자를 원하는 중국 측이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정부
입국 절차 간소화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기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
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중국 기업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려 할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지나칠 정도로 복잡한 영사절차를 요구
하거나 비자 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한국행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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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이 한국으
로부터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워 주재원 파견 및 주재원
교체 등에 번거로움이 수반되는바 이것 역시 중국인들의 한국
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과 시장
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투자계약에 대한 국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방침은 중국 자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간 자유로운 계약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법
규 및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한편 중국인들에 대한 국내 입국 절차 간소화는 여러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기업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차별
적 간소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 유치 사절단 파견
향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화교들에 대한 투자 및 연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 각지에 다수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이며 중국 자본의 차
이나타운 건설에 대한 지원도 기대된다. 특히 2005년 세계 화
상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이는 중국 자본 국내 유입
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의 국내 화상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확대되어 국
내 화상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들을 활용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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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광수입 확대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이러한 효과 또한 중국 자본 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인
이라 하겠다.
중국의 경제성장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크게 기여했
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략이 동원되었다. 다양한 전략 가운데에는
외국(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그런데 투자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는 주체는 중앙이 아닌
주로 지방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발전에 중요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대상에 중국 자본이 포함된다면 중국의 투자 유치 전략을 벤치
마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방 단위에서 중국에 투자 유치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법이다. 특히 국내 각 지방에는 입주 기
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공단도 다수 존재하는바 지방 단위에
서의 투자 유치 사절단 파견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다.
일본에서는 지방단위에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베시의 경우 지진 이후 부흥계획의
일환으로 임해지역에 산업집적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
기에는 중국 기업 유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야
자키현 센다이시는‘仙台中華街’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센다
이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약 200여개의 중국 기업 유치를 목
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센다이 시는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지면 중국인들의 내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관광산업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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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투자자’관계에서의 대응방향
한국

중국

기술·생산입지 제공

자본, 시장(화교네트워크 포함)

기업
대응방향
정부

중국시장 접근용
이성 검토
(유통망 확인여
부 등)
입국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 또한 국
내 지방단위에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한편‘중국 시장 접근 용이성 검토’라는 업계의 대응방향이
한·중 비교우위 관계에서 중국의 시장 우위에 대응하는 전략이
라면,‘입굴 절차 간소화 및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이라는 정
부의 대응 방향은 중국의 자본 우위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그
림 Ⅳ-9>가 이를 요약·설명하고 있다.

3. 시사점
본장에서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이러한 분석은
산업 전반에 걸쳐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절에
서는 이러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대응 전
략의 상호 연계성과 대응’,‘다양한 관계 심화 가능성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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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정책과 파급성 파악’및‘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필요성
제기’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대응 전략의상호 연계성파악
본 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섬유 산업에서 한·중 양국간
에는 다양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바 각각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는 별도의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각
각의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반드시 각각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관계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각각의 대응 전략 또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여타 상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대응 전략
을 마련하기 전에 다양한 관계의 상호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Ⅳ-10>은 한국과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인 경
우‘다양한 관계의 상호 연계성’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림 Ⅳ-10>에서 ① 및
② 경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이 한국의 수출 견인차(부
품·소재)역할을 할 경우 한국은 ③ → ②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시장으로 연결된다. 중국이 한국에게 시장 제공자(소비재)
역할을 할 때에는 ③‘ 과정을 거친 다음 ①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중국시장에는 중국 기업뿐
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 제3국의 기업도 다수 활동하기 때문
에 한국 기업은 ③‘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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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투자대상자가 될
경우 ④ → ②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연결된다. 만약 중국
기업이 한국 부품·소재 분야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이 한국
기업에게 판매된다면 ⑤ → ① 과정을 통해 세계 시장과 연계
되며, 중국으로 역수입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면 ⑤ → ③ →
②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시장과 연결된다. 즉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던 세계 시장 경쟁자 관계와 직·간접적
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Ⅳ-10>

다양한 관계의 상호연계성

세계시장

①

②

③, ③′
한국

④
⑤

중국

주 : ① 한국의 대세계 시장 수출, ② 중국의 대세계 시장 수출, ③ 한국의 대중국
수출(부품·소재), ③′한국의 대중국 수출(소비재), ④ 한국의 대중국 투자
⑤ 중국의 대한국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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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양한 관계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이 상호 보완적이라
면 이러한 전략들로 인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각각
의 대응 전략은 상호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간 이해 조
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 전략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전
략이 세계 시장에서의 대중국 경쟁 전략에서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역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
적인 전략만이 존재한다면 특정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
기 어렵다. 반면 다양한 경제관계에 따른 별도의 전략들이 마
련된다면 상호 이해 조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 이해조정이 어려우면 새로운 대안(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다양한관계 심화 가능성과대비
본 보고서 Ⅲ장 및 Ⅳ장을 통해서 한·중 산업 간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상호관계가 존재하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가지의 상호 관계는 현재 시점에서 구분 가능한 관계에
불과하며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초대형 이벤트 개최는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다.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 엑스포는 중국
IT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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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 개최 전에는 중국이 적어도 IT분야에서는 우리로부터
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대회 개최 이후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지 아니면 우리 기술을 추월하게 될지는 알 수 없
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IT기술이 여타 제조업과 융합
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
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 단독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 한국경제를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을 가진 미국기업이 중국으로 대거 생산기지를
옮기고 이러한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기업들 역시 중국
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면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반면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미국 기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으로부터의 중간재 및 부품 공급을 원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에
게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개입하게 되
면 양국간에는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테면, 한
국의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부
품을 조달한 다음 북한에서 생산하는 사각 제조 ( S q u a r e
Manufacturing)형태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
다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관계가 그다지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높아질 것
이기 때문에 관심과 분석 그리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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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향후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우리에
게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예
기치 않았던 모습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 변
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제
상황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데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 변화뿐
만 아니라 제3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경제 환경 변화
도 그 대상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한국과 중국간 다양한 경제관계는 특
정 산업의 value-chain에서 서로 다른 제품군을 중심으로 발
생했다. 소재면 소재 그리고 완제품이면 완제품 내에서는 동일
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서로 다른 제품군이
아닌 동일한 제품군에서도 상호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같은 소재 혹은 같은 완제품이라고 하
더라도 한·중 간에는 서로 다른 상호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
이다.

(3) 제3의 정책과파급성파악
본 장에서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시장
환경을 평가했다. 특히 관련 정책에서는 직접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테
면, 중국이 한국에게 시장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경우 중국 유통
장벽 완화라는 직접적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 개방
이라는 간접적인 관련 정책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간접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은 간접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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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책에 못지않게 한·중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보자. 중국에서의 재정정
책은 외자계 기업의 영업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1994년 중국은 세무행정 시스템과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내세
우며 분세제65)를 도입했다. 그러나 분세제는 당초의 목적보다
는 중앙정부의 세입 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분세제 도입 이후 중앙정부의 세입은 이전에 비해 증가했
으나 지방정부의 세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해당 소재지의 중국 기업 및 외자계
기업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기
업(중국 기업)의 다중장부66)로 인해 직접세 징수가 쉽지 않다.
즉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어려워 기업소득
세 징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외자계기업
은 회계시스템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지방 정
부)은 외자계기업에 대해 직접세 징수를 강화하게 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세금 징수에서 중국기업에 비
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
다. 이는 바로 분세제도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사실상 세입 감소
는, 지방 정부가 세입원의 보전을 위해 각종 비합법적인 수단

65) 분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것으로서 국세에는 관세, 소비세, 증치세,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법인세 및 이윤상납 등이 그리고 지방세에는 영업세, 개인소득세, 도
시토지사용세, 지방정부 소속 국유기업의 법인세 및 이윤상납 등이 포함되어있다.
66) 다중 장부란 세무서용, 은행용, 자사관리용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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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비합법적인 수
단 가운데에는 준조세가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예
를 들면 지방정부는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력 부가비
및 도로 통행료 등 비합리적인 비용(준조세)을 징수하게 되었
으며, 이러한 준조세 납부에는 외자계기업도 예외일 수가 없
다. 실제 중국에 투자한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지방정
부에 의한 준조세가 중요 애로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가운데에는 섬유산업에 속한
기업의 수가 가장 많다. 즉 중국의 분세제도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지방정부의 준조세에 의해 애로를 느끼는 기업 가운
데에는 섬유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여타 산업의 기업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정책
또한 특정 산업에서의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
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과의 경제·산업 협력에는 중국의 각종
정책의 성격 그리고 각종 정책간 연계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새로운협력 패러다임필요성제기
본장에서의 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한·중 산업
(특정 산업이든 산업 전반이든)간에는 다양한 경제관계가 존재
하며 이들 다양한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별도의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대응 방향이 설정되
어야 하는 것은 포괄적인 대응 방향이 다양한 관계 모두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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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
정 산업 혹은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향은 다양한
경제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즉
포괄적인 대응 방향 설정보다는 다양한 경제관계에 따른 다양
한 대응 방향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제관계에 대한 개별적 대응 방향이 포괄적인 대응
방향에 비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경제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개별 대응 방향이 문제점을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이 여타 대응 전
략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의 효율적인 투
자 혹은 중국 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대중국 수출확대에는 (-)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인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
히 향후에는 한국과 중국간 경제·산업관계가 현재보다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양한 관계에 대한 개별 대응방
향 또한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상충 가능성 또한 높
아질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복잡·다양한 한중 경제관계에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를 테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자, 시
장 제공자, 수출 견인차, 해외투자 대상 및 한국에 대한 투자자
관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는 다양한 경제관계를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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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마스터 키’같은 존재
로서 앞에서 언급한 포괄적 대응과는 별개의 전략이다. 한편
이처럼‘마스터 키’같은 대응 전략의 마련은 향후 한국과 중
국간 경제·산업 관계가 더욱 다양해진다하더라도 무차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이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마스터 키 같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은 섬유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필요한 전략이다. 새로운 협
력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Ⅴ장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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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 배타적 경쟁우위를 이용한 진출 전략 모델 -

1. 기본 구도
앞 장에서 한·중간 다양한 경제협력에 대해‘마스터 키’처
럼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언급해보자.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 역할을 할 경우
에는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여기에
서는 양국간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e-market
place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시장 제공자 역할을
할 때에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유통 경로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출 견인차 역할
을 할 때에는‘선택과 집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계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생산만으로도 경쟁력이 갖
추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더라도 이
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다운 스트림(섬유 산업의 경우 의류)에서의 수요 창출이 필
요하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본격적인 외국인투자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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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때에는, 중국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여 한국에
서 생산라인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된
차별화 의류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면 이는 자연
적으로 관련 소재의 발전을 가져온다. 여기서 관련된 소재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섬유 소재를 의미한다. 차별화된 제품이
중국 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중국 자본이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산업공동화를 지
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차
별화된 국내생산 제품은 당연히 e-market place를 통해 중국
내에서도 유통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시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차별
화된 제품은 의류를 의미한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섬유 산업에서 의류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다운
스트림에 위치하는바 의류의 경쟁력 강화는 직물 경쟁력 강화
→ 섬유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간 다양한 경제관계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마스터 키’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에는 다
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이 이용되던 한국이 가
지는 배타적 비교우위를 찾아 이를 활용하는 패턴이 가장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 2절에서는 한국이 배타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비교우위에 대해 언급하며 3절에서는 이러한 비교
우위가 섬유 산업 value - chain 곳곳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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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패러다임의 시안(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2. 배타적 경쟁우위
여기서 배타적 우위란 말 그대로 한국에서만 비교우위가 나
타나거나 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에서 비교우위가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한류, 인터넷을 통한 활
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중국인 체형과 유사한 한국인 체형
등을 들 수 있다.

(1) 한류와마케팅
한류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및 베트남 등지에서 젊은 청
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 인기 연예인을 동
경하고 추종하며 배우려는 문화현상을 일컫는다. 9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한류 현상은 최근 싱가폴, 태국, 인도네시아 및 몽
골에까지 상륙하고 있다. 문화의 장르도 초기의 드라마와 가요
로부터 영화, 게임,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면서 한류가
문화상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류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이며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 곳은 중국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스스로 한류 현상을 정의
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리서치 회사인‘중국사회조사소’
의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한류를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보급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10대 및 20대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상업적 영향력을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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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이 조사에 의하면 실제 10대 및 20대에서는 한류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대들은 한류를“한국 문화
에서 파생된 것”으로 규정하고 주로 한국 음악을 듣고 즐기며
뮤지션을 모방하여 행동하고 이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진정한
한류로 보고 있다. 중국 10대들이 판단하는 한류가 한국 문화
를 압축한 음악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20대가 판단하는 한류
는 이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즉 음악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및 기업문화까
지 중국에 유입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류가 자기 개발, 취미·여가활동, 취업 준비 등에서 활용가
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67)
반면 30대는 한류를 단순한 유행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도 한국이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한
류를 꼽았으며 이외에 스포츠(축구), 김치(사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삼성, LG 등도 연상된다고 응답하
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류가 연령별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분석(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류는 중국 시장에서 의류 상
품 마케팅(구체적으로는 시장 세분화 및 프로모션)의 도구가

67) 문화컨텐츠 진흥원(2004)의 연구뿐만 아니라 여타 연구에서도, 중국에서의 한류는
10대 및 20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
설화(2002), 신혜선(2001), 이은실(2002), 한국관광공사(2003)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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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류는 value-chain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션·디자인 방면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한류는 단순 대중문화 상품 그 자체로
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수단 및 제품의 중간재로서도
활용된다는 것이다. 한류의 기능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한류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인터넷과feed-back
최근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획기적인 변화의 사례
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나타났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성과는 대표팀의
4강 진입이 아니라 길거리 응원이라는 축제였다. 이러한 축제
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동기로 이루어졌으며, 축구대회의 응원
에서 시작하여 점차 온 국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로 발전한
이벤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등 그동
안 스포츠 문화에서 소외되어온 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흡인력과 응집력이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을‘신공동체 문화’로 풀이한 시각이 다수
대두되기도 했다(한상진, 2003).
그런데 이처럼 신공동체 문화로도 일컬어지는 이벤트가 성공
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온 라인(인터넷)을 통한 의견 교환에
기인한다. 길거리 축제의 실질적 주최자였던 붉은 악마는
1997년 8월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많은 문제들을 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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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자유롭게 토론했으며 이러한 절차가 회원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광범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
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와‘붉은
악마’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이 새로운 사회문화를 이끌
어내는 장본인임에는 틀림없다. 인터넷이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한국이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가장 앞
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의견 교환은 새로운 사
회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유용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디지털
가전제품에서 나타나고 있다.“한국에서 IT 제품이 먹히면 세
계시장에서도 먹힌다”는 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을 한국
에서 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상반기 HP사가
유비쿼스트 프린터 모델을, MS사가 아바타 음악스트리밍 등
MSN의 새 서비스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 보였다. 소니도
720만 화소급 디지털 카메라를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출시
했다. 최근에는 신제품의 출시뿐만 아니라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텔(2004
년 초 홈네워크 연구소 설립), IBM(2004년 6월 유비쿼스트
연구소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국적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신제품을 가장 먼저 출
시하거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우선 한국이라는 시장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제품의 기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feed back)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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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제품의 테스트 시장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신속한 반응 즉 신제품의 테스트 및 R&D 시장 역할은 인터
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Blog : Web log)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블로그는 네티즌 상호간 유대감을
생성시켜주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기
업들의 새로운 마케팅(프로모션) 수단68)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IT제품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패션 의류 산업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중국 시장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하는 패션 의류
제품은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사전에
테스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방의 선진국
심지어 중국으로부터의 R&D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한국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토론문화는 섬유·패션 산업
의 value - chain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어 외국(중국)과의 새
로운 협력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체형과표준 사이즈세분화
최근 의류는 패션, 기능성 및 편의성 등이 동시에 추구되는

68) 이를 테면 제품(상품)이 출시되기 전 블로그를 통해 사전에 선보이는 전략이다. 구체
적인 예를 들면 邦畵 말죽거리 잔혹사, 얼굴 없는 미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
한 전략(블로그를 통해 사전에 선보이는 전략)은, 블로그가 뛰어난 구전효과를 가지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블로그는 기존 인터넷에서 기업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기대했
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프로모션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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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모두는 섬유소재에 기인하는 특성들
이다. 그런데 편의성은 소재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적합 정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편의성을 추구하는 의류는
주로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서 볼 수 있다.‘이봉주 마라톤화’
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69) 이봉주 마라톤화는 이봉주의 신체
구조(발 모양 등)에 적합하도록 고안·제작되었다. 즉 편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록 단축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스포츠 웨어나 용품을 구입할 때 편
의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일반인 개개인에
적합한 웨어나 용품을 구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개개인 모두가 맞춤형 신발
이나 웨어를 착용할 수는 없다. 기존 출시되는 제품이 일반인
들의 신체 구조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2004년 현재 국내 각종 마라
톤 대회는 약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봉주 마라톤화를 신고 경기에 나
선다. 이봉주 마라톤이 가볍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봉
주 마라톤은 이봉주에게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지 개개
인 누구에게나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일
반인들도 자기 신체 구조에 적합한 용품을 구입하려 하지만 비
용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개개인 모두 자기만의 용품을 구

69) 이봉주 마라톤화가 비록 의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의 변화·발전
방향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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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체형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유사한 용
품을 착용하게 된다.
현재 한국 표준협회에서는 일반인들의 신체 치수별로 세분화
된 표준사이즈를 정해두고 있다. 향후에는 치수별 표준 사이즈
가 갈수록 더욱 세분화될 것이다. 이러한 세분화된 사이즈의
활용은 스포츠계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웨어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아웃도어 활동 그 자체가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과 마찬가지로
편의성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서의 편의성 추구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wellbeing 바람과 함께 스포츠 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소비자의 체형에 대해
더욱 세분화된 표준 사이즈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세분화된 사
이즈 구분에 필요한 각종 세밀한 신체 및 관련 통계가 필요하
게 된다. 예를 들어 종래에는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이
체형 구분의 주요 지표였다면 향후에는 나이 및 소득70) 등도 주
요지표가 된다는 뜻이다. 생산업자(중국 내 생산업자들이건 다
국적 기업이건)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들의 체형과 관련된
각종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통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단기간 내에 갖추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

70) 나이 및 소득의 통계가 필요한 것은 이들에 따라 체형이 변해가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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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명 스포츠 브랜드는 한국 및 일본 등 인근 국가의 통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인근 국가들의 통계를 활용하여 중
국인들의 사이즈 세분화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체형보다는 한국인들의 체형이 중국인들
과 더욱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인의 체형 통계가
중국인의 체형 세분화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의류 생산 value -chain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체형 사이즈가 더욱 세분화되면 여기에 적합한 제품 생
산 또한 더욱 세분화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품종 소로트 생산체제에도 적
합하다 하겠다.

3. 배타적 경쟁우위의 활용 : 새로운 패러다임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배타적 비교우위를 섬유·의류의
value-chain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특히 중국시
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언
급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value-chain 과정은 국
내 생산 및 중국 내 수요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논
의 또한 국내 생산 및 중국 내 수요로 나누어 진행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중국 내 수요 과정에서의 배타적 비교우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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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대해 우선 분석한 다음 국내 생산 및 R&D 과정에서의
배타적 비교우위 활용전략 그리고 국내 생산과 중국 수요와의
연계 전략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섬유·의류의 value-chain에서 배타적 비교우위의 활
용 가능성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Ⅴ-1>이다.

(1) 중국 시장에서의활용 전략
통상 시장 전략에는 마케팅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
서 본 항목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목표시장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목표시장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략
에는 세부적이고 다양한 전략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세부 전략에서 배타적 비교우위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
<그림 Ⅴ-1> 섬유·의류 산업의 value-chain과 배타적 경쟁우위 활용
한국 : 생산

중국 : 수요
체형
통계

의류
(테스트 및
R&D 포함)

섬유소재
(사·직물)

마케팅·판매

한류
feed back

주:

국내수요

△는 배타적 경쟁우위,
는 배타적 경쟁우위의 활용.
는 제품의 전방 경로를 표시
는 제품의 후방 견인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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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가운데에는 배타적 비교우위가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전략도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배타적 비교
우위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전략과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전략과의 상호 연계성 그리고 배타적 비교우위가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전략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마케팅 전
략의 실행 순서(목표 시장 전략 → 마케팅 믹스 전략)에 의거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즉 배타적 비교우위가 직접적으로 활
용되지 않는 세부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71)
한편 본 장의 분석 목적이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있기 때
문에 마케팅 전략의 자세한 내용 보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72)
1) 목표시장 전략
① 전통 방식에 의한 목표시장 설정
목표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세분화가 우
선되어야 한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지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73) 인구통계학
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74) 행태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75)
및 사회심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 등이다. 여기서는 사

71) 이러한 방침은 다음 소절 국내 생산 및 R&D에서의 활용 전략에서도 적용된다.
72) 이러한 방침 역시 국내 생산 및 R&D에서의 활용 전략에서도 적용된다.
73) 중국 시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이는 지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가 된
다. 즉 중국을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구분하거나 동부 연해, 남부 연해 및 동북 지역
등으로 구분하면 이는 지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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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심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와 이에 의한 목표 시장 설
정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 심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라이프 스타일, 개성 및 가치관 등이 주요 구분 기준이 된다.
이 방법은 동일한 인구 통계적 집단 내 속한 소비자라고 하더
라도 개성 및 가치관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욱 세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본 장에서 분석 대상의 모델로 활용되는
의류의 시장 세분화에도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본 소절의 분
석 도구로 사용한다.
사회 심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에 의하면 중국 소비자
들은 크게 원바오족(溫飽族), 샤오캉족(小康族), 지식인족, 신
세대족 그리고 여피족 등 5개로 나눌 수 있다.76) 원바오족은 도
시생활에 익숙하면서도 가정 중심적이다. 이들 집단에는 국영
기업 노동자, 정년 퇴직자 및 샤강(下崗77))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 인구 가운데 2/3는 농촌 인구이다. 중국 경제
가 발전할수록 많은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전입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바오족이라는 집단은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원바오족은 향후에도 안
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나름대로 시장성을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74) 나이, 성별, 가족 규모, 소득 및 직업 등이 시장 구분의 기초가 될 때 이를 인구 통계
적 변수에 의한 시장세분화라고 한다.
75)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행동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소
비자의 사용량이나 추구 효익(benefits) 등이 주요 고려 요인이다.
76) 이는 중국의 신생대조사공사(1998) 및 IMI市場信息硏究所(1996˜ )의 연구와 한국
의 금희연(1997), 김용준(2000, 2004), 김익수(2004) 등의 연구를 종합한 다음
세분화한 것으로 주로 김용준(2004)의 연구를 따르고 있다.
77) 국유기업 개혁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을 지칭하며, 정리해고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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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캉족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평균 소비 계층을 대표
하는 집단이다. 현대 중국 도시민들의 소비성향을 가장 잘 반
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직원, 공무원 등이 대
표적인 구성원들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은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는 바 샤오캉족 또한 원바오족과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
적인 증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인 집단은 물질적 소비보다는 문화적 소비를 중요시하고
또한 사회경험을 중시하며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다. 중국의 문화상품 시장에서 이 집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대학교수, 과학연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들
이 지식인 집단의 대표적인 소비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향
후 중국 경제·정치·문화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식인 집단은 샤오캉족과 함께 이른바 중산층을
이루는 집단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신세대족 집단은 서구문화를 선호하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
구하며 구매력은 의외로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동과 오
락 그리고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고 고품질 소비를 추구한다.
특히 獨生子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다. 여피족 집단은 낭만적
생활을 추구하며 고급스러운 오락을 즐기는 집단으로서 특히
고급 외제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집단 가운
데 가장 금전 지향적이며 구매에 있어서도 혁신 구매 성향이
높아 사치품, 고가품의 주요 구매자들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
가, 성공한 下海족78) 그리고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향후 이 집단에 속하는 소비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겠지만 증가속도는 샤오캉족 혹은 신세대족에 비해서는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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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바오족은 개개 구매력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으
나 절대 수에서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원바오족
은 향후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시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샤오캉족 그리고 지식인족은 도시 중산층을 형성하는 계층으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집단들 또한 한국이 관심을 가
지고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대상들이다.
신세대족 역시 향후에도 중국에서 주요 소비시장 계층을 형
성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집단이다. 특히 신세대
족에는 독생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독생자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주요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Ⅴ-1>

소비자 집단별 시장성 및 접근 가능성

군집

향후시장

접근가능성(중요도)

안정적 증가

○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급격한 증가

○

여피족

증가

△

원바오족
샤오컁족
지식인족

주 : ○ 상대적 중요, △ 보통.

78) 말 그대로 하면 바다에 뛰어든다는 의미로서 개혁·개방으로 발생한 다양한 경제활동
으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된 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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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피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우선 수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피족의 수는 전체 가구 수의 1% 정도인 것으
로 추정된다. 둘째, 이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소비 성향)
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고
가품 및 사치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한
국제품보다는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제품을 선호하며 실제
로 중국 시장내 선진국 제품들은 이들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중국 소비자 집단을 재분류
하면 <표 Ⅴ-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1>을 보면 한
국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단은 원
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 그리고 신세대족(독생자 포함) 그
룹이다. <표Ⅴ-1>을 마케팅 편의상 재분류하면 <표Ⅴ-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Ⅴ-2>에 따르면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들은 적극적 마케
팅 대상이며 원바오족, 샤오캉족, 지식인족은 지속적 마케팅 대

<표 Ⅴ-2>

마케팅 강도에 따른 중국 소비자 재분류
마케팅 강도

군집

적극적 마케팅 대상

신세대족
(특히 독생자)

지속적 마케팅 대상

원바오, 샤오캉, 지식인

소극적 마케팅 대상

여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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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그리고 여피족은 소극적 마케팅 대상이다.79) <표 Ⅴ-2>에 의
하면 우리가 목표시장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신세대족이 된다.
② 한류를 활용한 목표시장 설정
신세대(특히 독생자)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
다. 중국의 독생자 세대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9년 정치
와 계급투쟁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정책전환과 함께 등장한 인구
억제책의 산물이다.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 독생자녀 정책이며 우수한 자녀를 낳아 우
수하게 길러낸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독생자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세대들은 과보호와
단장 속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小皇帝,
小太陽 또는 四二一孩子80)(쓰얼야오하이즈)라고도 불리우며 구
매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은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개성과 유행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성세대들이 구매 결정과정에서 자신
의 선호나 기호를 희생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달리 선

79) 여기서 여피 족이 소극적 마케팅 대상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
니다. 특정 기업이 어떠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의 중요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가품을 생산하여 중국 여피 족을 상대로 판매를
확대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게는 당연히 여피 족이 적극적 마케팅 대상이 된
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목적에 맞게 여피 족이 더욱 세분화되고 정치화될 수도
있다. 즉 중국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고자 할 경우 제품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목표시
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80)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4명, 부모 2명 그리고 집안의 중심이 되는
어린이 1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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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품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소
비 행태를 자발적으로 추종·모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부모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진데다가 1가구 1자녀 정책
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는 소비에 있어 예산제약
도 별로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 독생자녀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소비자 집단
가운데 신세대족의 중요성은 향후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 이러한 독생자 세대는 20대 중반 이하로서 이른바
1020세대들이다.
독생자 세대가 20대 중반 이하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내에서 한류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바로 20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이러한 20대 이하들은 한
류에 대한 수용 태도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10대들은 한국
음악을 듣고 즐기며 뮤지션을 모방하여 행동하고 이에 대해 열
광하는 것을 진정한 한류로 보고 있으며, 20대가 판단하는 한
류는 이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으로서 대
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및 기업문화까지 중국에 유입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표 Ⅴ-2>에서 적극적 마케
팅의 대상이 되는 신세대족(독생자)을 한류의 특성에 따라 10
대 및 20대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 분석 대상의 모델이 되는 의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만약 주요 대상 품목이 캐주얼 복장이라면 신세대
(혹은 신생대) 가운데 10대가 목표시장이 되며, 스포츠/아웃도어
웨어 라면 20대가 목표시장이 될 것이다. 물론 10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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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과 20대를 대상으로 소구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은 같지 않다. 그러나 10대이든 20대 이든 구체적인 전
략은 한류를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시장 세분화 및 목표시장 설정 과정에서 한류의 장점은 여기
에 그치지 않는다. 20대 중반 이하 집단들은 조만간 20대 후반
및 30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목표시장을 상대로 하
는 제품(의류) 또한 다양해진다. 이를 테면 30대를 상대로 할
때에는 기성복이 대상 품목이 된다. 물론 향후 30대를 상대로
하는 기성복을 마케팅할 때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81)
는 이루어지겠지만 30대에 호감을 주는 한류가 세분화 및 목표
시장 설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류는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목표시장 설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류라는 용어와 신세대(혹은 독생자)라는 용어는 현재 오버
랩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한류라
는 용어가 독생자라는 용어보다 유리하다. 향후 중국 당국이 독
생자라는 용어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가족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2) 그러나 중국의 가족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한
류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류
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 심리적인

81) 이를 테면, 패션 무관심 집단, 경제적 구매 집단, 패션 유행추종 집단, Luxury
Formal 집단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이다.
82) AWSJ(2004. 10.4)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1가구
1자녀 정책이 남녀성비 불균형 등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
는데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1가구 1자녀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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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의해 시장 세분화 및 목표시장을 설정할 경우, 한류는
심리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 방법의 대안으로 혹은 보조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류가 사회 심리적인 변수의 주요 요
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류가 시장 세분화의 대안적 방식으로
사용되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던 이는 여타 경쟁국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한류를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한국 문화가 시간이 지
나더라고 중국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즉 지금의 20대 중반 이하가 곧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및 40대가 되더라도 연령별로 수용 가능한 문화(지금의
한류 개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한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83)
한편 본 장에서는 논의상 편의를 위해 목표시장을 신세대족
가운데 한류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20대 중반 이하(10대 제
외)에 두고자 한다. 20대 중반 이하가 10대에 비해 소비에 대
한 씀씀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직장 생활 등을 통해
서도 10대들에 비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조만간 20대 후반 및 30대로 성장한다(한류 세대 확
대)는 점도 고려되었다. 물론 대상 품목은 스포츠/아웃도어 웨
어이다.
<참고 : 포지셔닝 전략(가상) >

목표 시장이 설정되면 제품이 목표 시장의 고객에게 인식되

83)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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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는 단계가 있다. 즉 목표시장 내 소비자들에게 자
기 제품이 경쟁제품에 비해 무엇인가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고객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
는 단계이다. 이를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이라고 한다.
이러한 포지셔닝 전략은 각 기업 제품의 특성(여타 회사 제품
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다. 포지셔닝 전략을
구체적으로는 실시하는 데에는 제품 속성, 품질 및 가격, 소비
자 편익, 제품 사용기회, 이미지 상징 등이 활용된다.
아래 <그림>은 중국 20대 중반 이하들을 상대로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의 간단한 가상 포지셔
닝 맵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한국 제품이 대만제품과 유사한
가격 및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은, 기능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브랜드에 비해 우수한
반면 가격은 오히려 싸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자하는 담당자
는 한국 제품의 이러한 차별화된 특성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충
분히 인식되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물론 여

가격

선진국
유명브랜드
대만
제품

중국내
외자기업제품
중국기업
제품

New
Position

한국
제품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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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란 다음 페이지부터 언급한 제품전
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및 프로모션 전략 등을 나타낸다.
2) 마케팅 믹스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은 일반적으로 제품 전략, 가격전략, 유통
전략 그리고 프로모션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전략의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프로모션 전
략에서 배타적 비교우위가 주로 활용되며, 제품 전략에서는 부
분적으로 활용된다.
① 제품 전략(Product)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제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된 제품은 목표 시장에 부합
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류의 영향력이 비교적 긍정적으
로 나타나는 20대 중반 이하의 신세대 집단을 목표시장으로 정
한 바 있다.
Ⅳ장‘시장 제공자’에서 그리고 본장 2절에서 중국에서도 최
근 well-being 열풍과 맞물려 아웃 도어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이 증
가한 것은 1997년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에 기인하며 이러한
행태는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논의
한 적도 있다. 즉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확대된다는 것이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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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Ⅳ장에서는 중국 내 유망 의류 제품으로 스포츠/
아웃 도어 웨어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에서의 20대 중반 이하들도 이러한 성향에서 크게 벗어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20대 중반 이하 들은 기
존 전통적인 아웃 도어 활동 이외에 X-game(신종 레포츠)에
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본보고서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섬
유·의류 산업)에서의 제품 전략은 이른바 한류 세대인 목표시
장에 초점을 둔 아웃 도어 웨어라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류 세대가 30대 및 40대 등으로 성장(시장 확대)하면 제품
생산에서 한국인의 체형 통계가 유용하게 응용·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격 전략(Price)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외국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리치 마
케팅(rich marketing)을 구사한다. 경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중국 내 모든 세분화된 시장을 공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 잠재력이 큰 고소득층을 주로 상대한다는 의
미이다. 이에 따라 가격 또한 고가일 수밖에 없다. 외자계 기업

84) 김용준(2004)에 따르면, 중국 도시인(20대 포함)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해외여
행을 비롯하여 등산, 캠핑, 낚시 및 테니스 등 스포츠/아웃도어 활동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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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처럼 리치 마케팅을 구사하는 이유는 저가격 혹은 중저
가 품목은 중국 내 시장이 넓을지는 모르나 토종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기업 가운데에서도 고가 전략(리치 마케팅)으로 성공한 케
이스가 있다. 삼성 핸드폰과 제일모직의 갤럭시 양복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서도 고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고소득
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 신세대 또한 구
매력에서는 고소득층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20대 가운데
상당수는 전문대 혹은 대학 졸업 후 급여가 높은 외자계 기업
에 근무하는 집단들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소비
행태를 이끌어가는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고가 품목
구입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85)
한편 고가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는 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90년 말 이
후 창고형 매장, 양판점 및 할인점 등이 대거 탄생하면서 같은
제품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점포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유통 경로(중간 도매상, 총판
등)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덤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만
약 고가 전략으로 출시하는 제품이 점포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
하면 고급 및 고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불리해진다.

85) 최근 중국에서는 월광(月光)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즉 월 급여를 고가 제품 구
입 및 아웃도어 활동에 모두 소비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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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업 전략에 따라 유통 경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지
만 어떠한 유통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고가의 일관된 가격 수준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유통 전략(Place)
중국 시장에서 리치 마케팅 혹은 고가 전략을 구사하는 상품
은 유통경로로서 직영점(직접 유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가 전략은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가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에는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런데 직영점을 운
영·유지하는 데에는 재고관리 및 판매대금 회수에 관한 통제
력이 높다는 이점이 있지만 설비투자, 인건비, 관리비 등에서
막대한 고정 자금을 필요로 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이라면 직영점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간접유통
을 선택하는 데에도 부담은 따른다.86)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판매 제휴 방식과 브랜드 라이센
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판매 제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Ⅳ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異)업종간 판매 제휴를 제안하고자 한다. 반복해서 언급되
는 것이지만 이업종간 판매 제휴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업종
간 판매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서
로 다른 지역에서 양호한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면 서로에게

86) 여기에 대한 내용은 Ⅳ장‘시장 제공자’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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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경우에도 여타 업종의 기업과
판매 제휴를 할 수도 있다. 즉 신규 시장 개척 기업이 이미 중
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
이다. 한국 기업 가운데에는 중국 내에서 이미 튼튼한 유통망
을 확보한 기업(대기업 포함)이 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
업의 브랜드 이미지 또한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랜드 라이센싱 또한 효과적인 유통 전략이 될 수 있다. 브
랜드 라이센싱이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존
기업의 유통망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
파워까지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생산한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에 이 중국 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를 테면 삼성 등)의 브랜드를 부착하는 형태이다. 이러
한 형태는 초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주문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제품이 생산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과는 다르다.87)
기존 기업이 광고 등 마케팅을 하게 되면 신규 시장 개척 기업
은 별도의 마케팅(광고)을 하지 않더라도 무임승차가 가능하
다. 물론 이러한 일은 기존 기업과 신규 시장 개척 기업간 거래
조건, 품질 관리 등 다방면에서의 각종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
할 것이다.
한편 기존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신규 시장 개척 제품(스포츠

87)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과정에서 브랜드 소유자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다는 측
면에서 OEM과는 다르며, 생산자의 요구가 아니라 브랜드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시장
에 출시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라이센싱과 차별화되어 있다. 이를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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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웨어)의 고가 전략은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다.
<참고 : 중국 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이업종 기업>

랩 포장재, 밀폐용기, 고무장갑 등 주방용품 생산업체인 C사
는 96년 중국에 진출한 이래 25개 도시에 320여개의 대형 할
인점에 입점해있으며 자체적인 유통망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동 사는 2005년부터 자사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여타 이업종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판매 방식은
브랜드 라이센싱 및 完仕入 방식 등 ODM 방식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동 사는 2004년 7월 KOTRA
가 실시한 중국 주요도시에서의 상품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생활 잡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④ 프로모션 전략(Promotion)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건 아니면 기업 활동을 하건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한류를 마케팅에 이용할 때에는
프로모션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한류 마케팅이란 바로 한류를
프로모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류를 프로모션에 이용하는 방법은 많다. 가장 보편적인 것
인 스타 마케팅에서부터 이벤트 스폰서, 문화 상품을 이용한
SP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88)하다. 기업이 문화 상품 제작

8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화섭·이석기(2002, pp. 195˜200)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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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공동 투자하거나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테
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기업
이 참여하는 방안으로서 PPL 마케팅과 연결시킴으로써 프로
모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
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인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략에 의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보
장이 없다. 게다가 이러한 방법들은 반드시 한국 기업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
타(이를 테면 인기 탤런트 김희선, 안재욱 등)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 방법은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단기적인 프
로모션의 각종 전략은 문화 충돌에 의한 역 감정을 조장할 가
능성도 있다.
한류가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유용한 프로모션 수
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
요하다. 기업들은 상당한 기간동안 문화예술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매출을 확대시키는 문화 마
케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 마케팅은 고급문화를 주로 그 대상으로 활용하였으
며, 대중문화는 CF나 홍보 이벤트 등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
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팝 음악이나 영국의 비틀즈가 이들 나라 및
기업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들은 고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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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도 국내외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
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 대중문
화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보
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를 직접적인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와 기업이 동반 진출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
인 문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는 수출용 대중문화 상품의 제작에 투자하기 위한 전문적인 펀
드의 조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2) 국내 생산 및 R&D에서의활용 전략
앞에서 중국 수요 즉 중국 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여기서는 국내 생산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해서 제품(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을 바로 중국 시장에 출시하기는 어렵다. 국내 관련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된 내수를 기반으
로 학습과정을 거쳐 중국으로의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기 때
문이다. 국내 관련 시장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수요 형
성 정도, 스포츠/아웃 도어의 소재가 되는 직물 생산 상황 및
전망 그리고 제품 테스트 기능 등이 있다. 외국으로부터 R&D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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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국내 수요 형성 정도, 직물 생산 상황,
제품 테스트 기능 및 R&D 시설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하기로 한다. 한편 본 소절에서 배타적 비교우위는 주로 제품
테스트 기능 및 R&D 시설 유치 가능성에서 주로 논의된다.
1) 국내 수요 형성
의류의 해외수출(중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직물 업체의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의류(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의
내수 창출은 필수적이다.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에는 등산복,
스키복, 골프 복장 등이 대표적인 제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러
한 제품의 국내 수요와 관련된 통계가 미미하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업계의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웃 도
어 웨어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섬
유산업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아웃 도어의 시장규모가 2001년
에는 5,200억원에서 2002년 6,500억원, 2003년에는 8,800
억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 패션 연구소는,
2004년 상반기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
비 3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아웃 도어 관
련 상품 시장에서 종래에는 텐트나 용품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의류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웃 도어 웨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에는 주5일 근
무제의 본격 도입, 건강 및 레제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 웰빙
트랜드의 급속 확산 그리고 KTX 개통에 따른 전국 반나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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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요인들은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의 변화도 초래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종래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이 대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는 시장으로 변화된 것을 비롯하여 유통
구조의 변화, 업계의 브랜드 경쟁 치열, 다양한 마케팅 활동,
외국 브랜드의 기술 도입 증대 및 신개념의 아웃 도어 웨어의
등장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이
신개념의 아웃 도어 웨어이다.
정통적인 아웃 도어 웨어는 기능성을 특히 중시했었다. 예를
들어 등산복의 경우 종래 방습, 방풍 기능을 갖춘 폴리에스테
르 겉감이나 우주복에 들어가는 고어텍스 소재로 체온 조절 기
능을 갖춘 복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아웃도어 웨어가 아웃 트로로 변신하고 있다. 아웃 트로는 아
웃 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를 합성한 용어로서 스포
츠/아웃도어 웨어가 평상복으로도 착용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도시에 기반을 둔 아웃도어 족이라는 뜻의 아우트로족이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퇴근 후 언제라도 아웃 도
어 레저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집단이라는 말이
다. 이러한 집단들의 추구하는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의 특징
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가미된 것이다. 즉 향후 스
포츠/아웃 도어 웨어 수요의 상당부분은 아우트로 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디자인이 아웃 도어 웨어
에서 더욱 중요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아웃 도어 웨어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많은 기
업들이 참여함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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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도태되고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우수한 기업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
다. 아웃 도어 웨어에 대한 국내 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
며, 이를 중국시장에서도 충분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된 국내(한국) 내수 기반의 마련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재에서의 비교우위 가능성
이제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 소재에 대해 언급해보자. 스포
츠/아웃 도어 웨어에 사용되는 소재는 방수성, 방풍성, 발수성,
투습성, 흡한 속건성, 복원력, 활동성, 보온성 및 경량성 등을
필요로 한다(<그림 Ⅴ-2> 참조). 여기에 적합한 소재로는 폴리
에스터 및 나일론을 비롯하여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아라
미드, 아크릴 섬유 등이 있으며 특히 신축성 소재인 스판덱스
또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폴리에스터, 나일
론 아크릴 등 각종 기능성 소재 기술 및 개발에서 비교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외국 유명 아웃도어 회사는 국내에서 개
발·생산된 소재·아웃 도어 웨어를 ODM방식으로 세계 시장
에서 마케팅을 할 정도로 국내 관련 소재 제품은 우수하다. 즉
스포츠 웨어 생산과 관련된 소재분야에서의 기초는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국내 소재 생산 기업들은 마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애로점이 많아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즉 유사한 소재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상
대로 하는 선진국 유명 브랜드에 비해 국내 브랜드의 판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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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스포츠·레저용 의류소재의 요구 특성

스키웨어
야구유니폼
수영복
체조복
스케이트복
스키점프복
싸이클링복 등

테니스셔츠
축구셔츠
배구,농구 셔츠

고강도 소재 속건, 흡수성
소재
고마찰
흡수성
저항성
탄 성 고융점 속건성

스트레치
소재

속이 비치지
않는 소재 불투명성

냉감

저방수성
저투과성
수영복
스케이트복
스키점프복
싸이클링복 등

골프웨어
야구유니폼
마라톤복
운동셔츠와
바지, 트랙셔츠

저지항성
소재

투습성
방수성
온감

광흡수와
축열소재

광반사
소재
투습
방수
소재

스키웨어
방풍자켓
우의

보온소재

스키웨어, 등산웨어,
윈도자켓 등

자료 : 이창환,(2003).

좁아 생산 코스트를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
는 국내 개발된 소재의 공급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섬유 소
재 산업 발전의 관건이라 하겠다. 만약 외국 유명 기업과의 제
휴 판매 및 브랜드 협약 등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섬유 소재(스
포츠/아웃 도어 웨어 소재)산업의 비교우위는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섬유 소재의 기술 개발 방향은 고부가가치, 고성
능과 함께 여타 분야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여
타 분야 가운데에서도 NT를 비롯한 BT, ST 등의 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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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융합된 기술에 의해 생산된 섬
유 소재는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생산된 섬유 소재가 의류용으로 사용되면 용도는 아웃도어
웨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NT기술을 융합한 나노
섬유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산업연구
원, 2003, p.373). 즉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 생산에 필요한
소재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 하겠다.
3) 제품 테스트 기능
기본적으로 아웃 도어 웨어 제품은 고급 소재가 사용되는바
가격 또한 고가인 것이 일반적이다. 고가라는 의미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제품에 대한 테스트 단계가 필요하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품에 대한 테스트 과정은 기업 자체적
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시장
으로의 사전 출시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feed-back을 직접
들어보는 방법89)이 빈발해지고 있다. 고가의 제품을 출시하고
서도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지 못하면 기업 운영
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제품이 출시
된 다음 어느 정도의 시간 혹은 기간 내에 특정 소비자들의
feed-back을 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89) 이미 제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HP사가 유비쿼스트 프린터 모델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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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비자들의 feed back을 신속하게 접수하는 데에는 인
터넷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인터넷 망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의견 교환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blog가 소비자들의 구전효과에서
인터넷 카페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업들은 소비
자들의 feed back뿐만 아니라 마케팅 도구로도 이를 크게 이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아웃 도어 활동 가운데에는 트레킹 활동이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활동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아웃 도
어 웨어를 리드하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에는 실제 활동 인구수도 중요
하다. 국내 트레킹 인구는 전체 인구수 대비 어느 국가보다 많
은 것90)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트레킹에 참여하는 매
니어들의 태도이다. 매니어들은 제품에 대한 의견표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아웃 도어 업계에서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동
호인 늘리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코오롱의 경우 아마
추어 산악회 한 곳을 선정하여 일체의 경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훈련을 거친 다음 히말라야에 도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LG패션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백두대간 종주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업체의 다양한 이벤트(마케팅)가 있
다. 이러한 행사들은 매니어들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90) 이는 일반인들의 트레킹이 가능한 자연(山)의로의 접근성에서 한국이 여타 국가에 비
해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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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였을 경우 제품 기능 및 디자인
에 대한 feed - back 접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특정 소비자 확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에서의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테
스트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 R&D 기능 유치 가능
한국의 스포츠/아웃 도어 시장을 제품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
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
다. 외국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선진국 기
업이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 보이는 것이
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서는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지사 혹은 별도의 법인이 존
재해야만 블로그 등을 활용한 소비자들의 원활한 feed back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어떤 형식
으로든 법인을 설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단순 판매 법인이 아니라 생산기능
을 갖춘 법인이 들어설 수도 있다. 자국에서 신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테스트 한 다음 다시 중국(혹은 세계)시장에서 판매
하는 것 보다는 국내(한국)에서 생산 및 테스트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 고용확대
및 기술이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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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브랜드 라이센스를 할 수도 있
다. 국내 업체는 생산된 제품(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에 유명
브랜드 메이커를 부착하여 국내·외국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업체는 선진국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공
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최근에는 ODM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도
권을 한국업체가 쥐는 경우가 있다. 한국업체가 기획, 디자인,
소재선택 및 생산 모든 과정을 자기 의사대로 진행한 다음 유명
브랜드 업체에게 라이센싱을 제안하는 형태이다. 만약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생산업체는 여타 브랜드를 찾아 나서게
된다. ODM방식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기획 및 디자인 업무
를 자의에 의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OEM 방식 및 정통적인
브랜드 라이센싱에 비해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91)
국내에 국내 기업과 합작으로 생산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법
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생산에 필요한 소재
는 국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실제 독일 아웃 도어 업체‘도이
터’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낭 전문업체인 도이터
는 국내 법인에서만 배낭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아웃도어 웨어
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다. 이른바 국내 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외자 도입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국내
에서 개발된 섬유 소재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기 때

91) ODM방식은 OEM 및 정통적인 브랜드 라이센싱에 비해 자체 브랜드 개발에서도 유
리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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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최근 한류라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외국계 기업)은 중국 시장 진
출에 한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내에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한류와 연관된 패션 및 디자인 분야의 R&D센터를 설립할 수
도 있다.92) 결국 국내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feedback 기능과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외국
의 R&D 기능이 국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물
론 외국의 R&D 자금에는 중국 자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
러한 현상은 국내 섬유·의류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내 전략과중국내전략과의연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고가의 아웃 도어 웨어의 경우 초창기
에는 수입(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면 유통 경로에 납품하는 제품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즉‘100%를 수입93)
으로 충당할 것인가?’,‘100%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충당할
것인가?’,‘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중국 내 생산할 것인가?’

92) 2004년 현재 업계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3) 여기서 수입이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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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초창기에는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
국생산을 늘려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입에만 의존하면 소비
자들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데 소요되는 리드타임에서 크게 불
리하다. 예를 들어, 제품을 발주하고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이 1주일이라면 제품이 부산(수출항)에 도착한 다음 수속을
하고 출항하는 데 또 1주일, 중국(상해)에 도착하는 데 3-4일
그리고 통관하는 데 3일에서 길게는 한 달여 정도 걸리게 된
다. 결국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국 내 생
산라인을 갖춘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 실제
중국에서 영업 실적이 좋은 백화점의 제품 구성을 보면 현지
생산라인을 갖춘 외자계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면 직접 생산할 것인지 아
니면 OEM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OEM 방식에서도 중국 토종기업을 상대로 하는 방법과 한국에
서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결정 사항
은 모두 제품 특성 및 기업 목표 그리고 제품 모델의 수명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현지에 생산라인을 가지게 되면 소비자, 유통 경로, 현지 생
산라인 및 본사간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한 국제화된 S C M (공급망 관리 : 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인터넷 등을 통해
바이어가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중국 내 생산라인에서 제품이
생산되어 빠른 시일 내 배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 및 제품 분류코드, 전자문서 및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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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시스템 등이 국제적으로 표준화94)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결국은 중국으로의 투자 즉 해
외투자가 불가피하다. 중국으로의 투자활동이 발생하더라도 제
품 테스트, R&D 기능, 디자인 기능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국내에 남게 된다. 또한 중국으로의 투자는 중국 내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의 대중국 투자는 산업 현장에서
의 산업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겠다.

4. 정책적 지원 방향
지금까지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를 모델로 하여 중국과의 다
양한 경제관계(중국의 다양한 역할)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류, 인터넷을
통한 feed-back 기능 그리고 중국인과 유사한 한국인의 체형
등 배타적 비교우위를 value-chain 곳곳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렇다면 정책적 지원 역시 이러한 배타적 우
위가 지속되거나 up-grade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배타적 비교우위와 관련된 지원에 초
점을 두기로 한다.
한편 현재 섬유·의류(아웃 도어 웨어 포함) 산업의 valuecain상에서 동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94) 자세한 설명은 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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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면 기술 혁신 및 제품 차별화 수준 미흡, 인력 부
족, 설비 노후화, 마케팅 능력 부족(특히 브랜드 구축 및 홍보
능력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기술 적인 문제(하드웨
어 측면)를 제외95)하면 인력 부족 및 마케팅 능력 부족(소프트
웨어 측면)이 주요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는 배타적 비
교우위와 관련된 지원과 함께 마케팅 능력 부족(특히 브랜드 관
련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96)

(1) 지속가능한한류 생산 지원
이미 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 즉 한류
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한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변화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류 초창기에는 대중문화 콘텐
츠 수출 확대에 초점이 모아졌다. 대중문화가 중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류는 대중문화계가
아닌 산업계에서 마케팅 가치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마케팅 수
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제 이러한 한류는 한·중 상호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첨병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간 문화교류는 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중국에서 한류를 긍정적 혹은 우호적으로 평가하

95) Ⅳ장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생략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96)‘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보고서(박훈 등, 2003)에서 논의되었
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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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은 10대 및 20대 중반 이하이다. 즉 이들은 신생대에
속한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20대 후반 및 30대로 진입하게 되
면 이들이 선호하는 문화적인 특성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일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중국인이 한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중국
인이 한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 상품
(아웃 도어 웨어 포함)에 대한 잠재 시장을 그 만큼 확대해준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 기본 방향 : 쌍방향적 문화교류
현재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일방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문화의 흐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정부나 여론 주도 층의 견제심리를 자
극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문화의 상호 교류가 없는 일방적
인 흐름은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지속해 나가면서 양국의 대중문화, 나
아가서 문화 전반이 서로 교류해 나가는 통로를 보다 많이 개
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합작영화 제작 혹은 중국 연예인들
의 한국 내 활동 장려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중 문화교류는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
을 위한 수단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한·중 대중문화의 장
점을 결합시켜 상호간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
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교류 행사를 추
진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양국의 대중문화가 상호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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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도 소홀
히 해서는 안된다.
2) 다양한 한국 문화 소개와 자금 지원 방법 개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문화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연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중국에 소개시켜 나
가야 한다.‘난타’와 같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상품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 등의 중국 내 공연도 다양하게 펼칠 필요가 있
다. 사실 한국 문화 경쟁력의 한 배경이 이러한 사회적 고민의
문화적 승화라고 할 때 이러한 문화의 중국 내 공연은 한국 대
중문화에 대한 수용 층을 지속 혹은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상품이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심어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종합
적인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가꾸는 데에는 도움을 주겠지
만 수익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적인 다양
한 자금지원체계가 뒤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여건상 민간기업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새로
운 금융 기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정
부 차원에서 외국의 선진 금융 조달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
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금조달기법을 도출하여 이를 민간기
업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 행사에서도 공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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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4년 10월 일본 공연이 무산된‘라이
브 패스트 2004’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한류의 경제 문
화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
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
다. 구체적으로는‘해외공연기획사들에 대한 공연수익담보융자
금제도’,‘해외공연 등 각종 공적 성격을 가진 행사에 대한 저
가의 장비임대’등을 들 수 있다.
3) 한중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의 추진
현재 한국 대중문화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 중국 문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에 다
양하게 진출해 있으며, 한국 문화컨텐츠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중 문화산업은 동양적 문화라는 동
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
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이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동발전을 위한 어떠한 전략도 마련되
어 있지 않다. 공동발전 전략은 고사하고 상호 대중문화에 대
한 이해조차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대중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발
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대중문화 관련 기관이나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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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종사자들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이러한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기존 문화산업 관련 기관에서 공동연구
를 조직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한중 문화산업 연구센터’
(가칭)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인터넷기반 우위를활용한지원
본장 제2절에서 한국은 제품 테스트 기지로서 배타적 비교우
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적 우위는 여
타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인터넷 즉 IT 인프라에 기인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 상품이 중국(혹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IT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섬유·의류 산업에는 생산 라인을 해외(특히 중국)에
둔 기업이 많다. 본 보고서의 분석·기대대로라면 향후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도 해외진출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이
러한 생산 시스템에서는 본사와 현지 법인간의 긴밀한 네트워
크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value-chain
상에서의 리드 타임 축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SCM 구축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SCM 구축을 위해서는 value-chain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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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IT 인프라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산업(스포츠·아웃도어 웨어 포함)의
효율적인 SCM에 필요한 온-라인 절차 및 분류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각종 분류 및 절차의 표준화
효율적인 SCM 구축을 위해서는 부품 및 제품 분류코드, 전
자카탈로그, 전자문서, 전자지불시스템 등에서의 표준화가 필
요하다. 각종 절차나 방식이 모든 작업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
될 때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물품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의 전자적인 정보교환을 통하여 eBiz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물품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표준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한 후
데이터의 정형화 및 표준화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전자카탈로그(Electronic Product Catalogue :
EPC)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섬유업체들이 전
자카탈로그를 구축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내용, 포맷, 교환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카탈로그를 구축하
는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정보의 상호 호환 및 연계가 어려
워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전자카탈로그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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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EPC 도입은 제조ㆍ유통ㆍ물류업체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국제 소싱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셋째,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의 국제 표준화이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망(supply
chain)과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 수단이다. EDI에서는 현재‘ X M L ( E x t e n s i b l e
makeup language :확장성표기언어)/EDI 방식’
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XML/EDI 방식’
을 도입·보
급하여 차세대 유통정보화인프라로 활용함과 아울러 유통업체의
EDI 표준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의 표준화와 보안시스템의 표준
화가 요구된다. 보안 기술은 EDI 뿐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전
자상거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이라 하겠다. 한편 지금까
지 언급한 내용들이 추진되면 본 보고서 Ⅳ장 1절에서 언급한
e-market place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임대서비스 지원)
국내 본사와 현지 법인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
으면 업무의 비효율과 부대비용의 과다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사와 현지법인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망
을 구축하고 현지 시장과 정보 조달을 위해 당국은 ASP(임대
서비스 지원) 방식의 솔루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ASP 방식은, 기존의 전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SI형태
(In-house 구축)에서 서버구입, 운영체제 구입, 인터넷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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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에 필요로 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
스템 도입 후 운영할 IT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숙련된
ASP 사업자의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어 IT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핵
심역량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이다.

(3) 체형 우위 현재화지원
1) 체형 DB 제작 지원
의류를 제작하는 데에는 체형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체형
이 개개인별로 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체형을 유사한 사람들끼리 그룹화(세분화)하여 의류 제작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체형을 판단하는 데에는 키, 몸무게, 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이 필요하다. 최근 의류들의
편의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체형이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포츠/아웃 도어 의류(특히 스포츠
의류)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의류에서의 편의성은
경기력 혹은 기록 경신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스포츠 브랜드는 스타 선수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용품(의류 포함)을 개발·제작하여 지원하는 형태의 마
케팅97) 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선수 개개인의 체형이

97) 이러한 마케팅을 endorsemen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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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런데 스타 선수의 체형 판단에는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치수 이외에 손목 둘레 발목 둘레, 발 아치의 모양 등
다양한 치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치수들 역시 선수 개개인마다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유명 브랜드들이 이러한 엔도스먼트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우선 스타 선수들이 착용하는 용품 혹은 의류가 일반
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구입·사용되기를 바라는 데에서 출발한
다. 두 번째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그리고 웰빙 트렌드
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인들 가운데에도 가급적이면 개인의 신
체 특성에 적합한 의류 및 용품 구입을 원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의류
및 용품을 제작할 수는 없다. 제작 및 배송과정에서 많은 비용
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용부담의 한계 등
으로 인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의류 및 용품을 구입하기는
힘들다. 결국 스포츠 브랜드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체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체형 세
분화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스포츠 브랜드의 이러한 입장이나 개개인 소비자의 이러한 욕
구는 중국 시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의
급격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98)를 감안하면 개개인 맞춤형에 가
까운 스포츠/아웃 도어 웨어의 수요는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개개인의 체형에 관한 통계가 미비

98) 여기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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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들은 중국인과 체형이 유사한 한국인
의 체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체형
은 특히 중국 동북부지역과 남경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체
형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삼성패션연구소, 2001).
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의 체형 통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
다. 그리고 체형 통계를 비교적(중국 보다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와 관련된 통계 가운데 상당수는 의료기관에
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통계는 개개
인 신분 보호차원에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개인의 신체
건강상태와 동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개
인의 신분 보호을 유지한 채 신체 통계관련 DB를 작성하기 위
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체형 DB의 브랜드 라이센싱 활용 지원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산업공동화 우려는 보고서의 분석 대
상이 되고 있는 섬유·의류산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 브랜
드 파워가 강하지 못한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브랜
드 파워는 최종재(의류)뿐만 아니라 소재에게도 중요하다. 국내
합섬 소재 가운데 일부 제품은 개발 및 생산 기술측면에서 상당
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기획에는 한계가 있으
며 수출 마케팅력도 약해 OEM위주의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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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국내 섬유·의류산업(스포츠·아웃 도어 웨어 포
함)의 부가가치 창출은 생산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단계에서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해외(중국 등)로 옮기게 된다. 결국
고부가가치 분야인 기획·패션·디자인 분야의 발달이 성숙하
지 못한 채 생산단계가 해외로 이전하게 되니 현장에서는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종재(의류)든 소재든 브랜드 파워를 형성해가
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산업 현장에서는 브랜드 파워
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키워가는 기업도 있으며 외국 유
명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외국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브랜드 라이센싱과 유명 브랜드와 합작으로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 어쨌든 외국 유명 브랜
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창기 유명 브랜드의 명성에 편
승하고자 하는 데 있다. 앞에서 언급한 체형 DB제작은 브랜드
라이센싱 협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다.

(4) 기타
1) 브랜드 이미지 구축 지원
① 우수 브랜드 홍보 지원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마케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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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 보고서
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중국시장에서도 브랜드 이미지는 시장
점유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좋은 예는 나이키(耐克 : Nike)이다. 동 브랜드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아디다스, 리복 등에 뒤
쳐지는 브랜드로 인식되었다.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PR, 스포
츠 마케팅 등에 힘입어 나이키는‘경쟁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일류 운동선수 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라는 고급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서는 전세계적으로‘정직한 스
포츠맨십’의 이미지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도 적중하여 중국 신세대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는 가장 선호되는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삼성
패션연구소, 2001).
현재 한국 패션협회는‘서울 컬렉션’,‘대한민국 패션대전’,
‘서울 패션인상 시상식’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
부분의 행사는 패션 및 디자인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나
마‘서울 패션인상 시상식’에 디자이너상, 신인디자이너상, 경
영자상 등과 함께 브랜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패션 및 디자
인에 비해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브랜드 이미지가 마케팅에서 중요한 프로모션 수단이 되려면
브랜드 그 자체에 대한 프로모션 또한 중요하다. 프로모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케팅 수단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협회 등은 패션과는 분리된 브랜드만을 대상으
로 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서울 패션
인상 브랜드 부문에서 수상을 하건 새로운 이벤트의 브랜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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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수상을 하건 유망 브랜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협회는 언론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
제를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② 브랜드 공동 제작 지원
최근 특정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기 지역의 이
익 극대화가 지자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가운데에는 자기 지역만의 독특
한 브랜드 개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는 차별화된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
경제에 접목시키면 지역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오사카의‘짠 오사카(Zzan Osaka), 미국 뉴
욕의 빅애플 스테이트(Big Apple State) 전략이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 개발은 지역 경쟁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스포츠/아웃 도어 웨어 업체)들이 그 지역 지자체
와 함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 다음 브랜드를 그 지역에 연고를
둔 스포츠 팀(예를 들면 축구 또는 야구 등 지역 연고로 운영되
는 프로 스포츠팀)의 유니폼 등에 부착하면(스폰서) 중소기업
을 포함한 그 지역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른바 지역 공동 브랜드와 스포츠 마케팅을 혼합한 형태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상품이 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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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하면 스포츠 마케팅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그 지역 스포츠 팀이 중국에서 경기를 자주 가지게 되
면 중국시장에서도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며 결국 그
지역 상품(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이 중국시장에서 마케팅 효
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 브랜드 전략에는 중소기업
들이 소재한 지자체의 도움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
겠다.
2) 부처간 협조 체제 구축
현재 대중국 경제협력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자부, 재정경제
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부서는 대중 경제협력 초창기에
서부터 기업들에게 중국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진출 가이드를
제시해 양국간 경제교류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류가 문화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문화 상품 교류 또는 문화 마케팅 수단의 유용성
이 제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성이 제고됨에 따라 문
화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자부 및 재정경제부는 중국 통상 및 중국 산업 등의 정보
에 대해 비교우위를, 문화부는 중국인의 문화성향 파악 등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부 및 문화부 관련기관이 문화
관련 대중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산자부(재
정경제부 포함) 및 산자부와 관련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역으로 문화를 대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산자부(관련기관)가 문화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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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관련 부처는 상호 정보·의견 교환 등을 통해 대중국 시장진
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
히 산자부(관련기관)는 한·중간 성공적인 문화교류가 여타 산
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및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산자부(재정경제부
포함)와 문화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정기적 혹은 부정기
적 대화의 장(가칭 중국시장 정보 교환 협의회)을 마련하는 것
이 급선무라 하겠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작성된 체형
DB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스포츠/아웃도어 웨어의 수출·투자
포함)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결국 중국과의 경제협력 또는 중국 시장 확대
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섬유·의류 산업의 스포츠/아웃도어 웨어를 중심으
로 양국간 다양한 경제관계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시안(試案)을 제시했다. 중국이 한국
에 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섬유·의류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대부분의 산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섬유·의류 산업에는
노동집약 제품에서부터 자본·기술 집약제품이 폭넓게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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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 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통산업이면 전
통산업대로 신산업이면 신산업대로 상호 경쟁이 되기도 하고
상호 협력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시안에서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배타적 우위를 value- chain상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은 배타적 비교우위를 해당 산업과
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본 장
시사점에서의 주된 내용은 배타적 비교우위 발굴과 융합에 초
점이 모아진다.

(1) 상이한분야간융합 필요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미래 여타 산업 기술과의 융합이 필
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IT(정보통신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 기술), ST(우주
항공 기술) 등 신기술과의 융합이 기대된다. 섬유공정의 무인
화 및 省력화에는 자동화 섬유기계 기술(메카트로닉스)과
FA(Factory Automation) 등 IT 기술을 필수적으로 수반한
다. 특히 섬유소재는 자동차(캐빈필터, 연료필터, 내장재, 안전
벨트 등), 환경용(에어필터, 액체필터 등), 에너지 저장용(세
퍼레이터), 의료용(수술용 봉합사, 생체 상처치료제, 인공신장
등), 우주항공용, 건축·토목용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관련 산업과의 기술융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표 Ⅵ-1> 참
조). 이처럼 여타 분야와의 기술 융합은 제품 경쟁력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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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융합된 대표적인 하이테크산업용 섬유제품
주요 기술개발 현황

정보기술
(IT)

- 통신의복 : 프랑스 텔레콤사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판
- 광학센서의복 : 센사텍스(Sensatex)사의 스마트셔츠
- 인공지능셔츠 : 구단트(Guidant)사의 생명셔츠

바이오기술
(BT)

- 인공거미섬유 : 넥시아(Nexia)사의 바이오스틸(Biosteel)
- 폴리락틱산(PLA)섬유 : 카길다우사의 인지오(Ingeo)
- 단백질섬유 : 우유원료(일본), 콩기름원료(중국)

나노기술
(NT)

- 나노촉감직물 :NanoTex(미국)사의 합성섬유에 면그래프팅
- 나노코팅기술 : U-Right(홍콩)사의 발수/오염방지가공
- 나노섬유제조 : e-Spin(미국)사의 전기방사

자료 : 주창환, (2003).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산업에서도 여타 분야와의
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이 차별화되고 고부가가
치화 되려면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
술이라 함은 해당 산업에서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
의 기술도 포함된다. 특정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
려면 여타 분야에서의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 혹은 생산 공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제조업 가운데에는 IT산업이 여타 분
야와의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타 산업과의 융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조업 혹은
신기술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산업 또한 여타
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강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
다. 스포츠 산업이 IT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분야(산업)를 개
척할 수 있다는 것은 E-sports99)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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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산업간 융합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간 융합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와 한류간 결합도 산업과 문화간 결합이
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류는 의류의 패션 및 디자인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R&D 센터 유치에 기여할 수도 있
으며, 마케팅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
다. 즉 경제계는 문화계가 가지는 심미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
환하여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100)
기업은 기술 개발 및 융합에 노력해야 것이며, 정부는 서로
다른 분야간 기술 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서로 다른 분야에는
산업(제조업, 서비스업)과 非산업(문화 등) 모두가 포함된다.
향후 산업과 산업간 그리고 산업과 비산업간 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 경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된다 하겠다.

(2) value-chain에 대한 문화의영향
Ⅰ장에서 섬유 산업의 특성을 언급할 때 문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섬유 산업은 문화와 많은 부분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이
다. 본 보고서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에서도 한류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문화도 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

99) E-sports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논의된다.
100) 반면 문화계는 경제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심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Ⅴ장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

251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화는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특히 소비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모든 제품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
며,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는 관련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
기 때문이다.
시장 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시간을 두
고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생활 만
족도에 대한 척도가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는 단순히 상품이 갖는 사용가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부여된 의미(이를 테면 소유의 가치)로 인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고에서도 그 상품을 구입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는 이미
지 광고가 늘어나게 되었다.
상품에 부여된 의미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당초 상품에 부여된 의미나 가치에는 차별성이 주
요 위치를 차지하였다. 즉 소비는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
라 하나의 사회적 위계나 차이를 드러내는 행위가 된 것이다.
이후 상품에 부여된 가치가 사회적 위계나 차이가 아니라 자기
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감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최종 구매의
선택은 감성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well-being 개념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구매 결정
의 중점이 감성과 well-being이 복합된 형태로 옮겨가고 있
다. 기존 제품에 웰빙 속성을 첨가해 차별화하거나 기존 제품
이 제공하지 못하는 웰빙 욕구를 찾아내 신제품을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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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고객의 수요가 더욱 세련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디자인을 상품의 경쟁력 우위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바로 각종
문화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문화가 산업의 자본재 역할
을 하는 것으로서 소비 행태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었다.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소비문화)은 인터넷이라는 정보화 기
술의 산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소비자들은 가장 저렴한
상품,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로 비교하
게 된다. 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성 및 개성을 추구
하는 소비 행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어우러져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은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고
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접점채널의 증가와 남들과 차별화된
고객 개개인만의 니즈가 증가하면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과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
의 정보와 느낌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제품 생산과정과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인터넷의 보편화에 의해 변화
된 시장 환경은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와 결합하여 예측
하기 어려운 소비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겠다. 결국 문화는
디자인 등을 통해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인터넷이라
는 도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소비문화(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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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umer)를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소비 행태(문화)의 변화는 해당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마치 섬유산업에서 의류(다운 스트림) 수요의 변화는
직물 및 사(업 스트림) 등의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및 생
산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즉 문화의 변화는 소
비의 변화를 초래하며 나아가 value-chain 전반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문화가 소비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
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도 문화가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마케팅 과정에서의 시장세분화, 포지셔
닝 그리고 프로모션에 이미 문화가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문화에 의한 소비 행태 변화는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에서도 제품의 사용가치가 소비 행태
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 시기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오
히려 제품에 부여된 가치 그 가운데에서도 소유 가치가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신분적인 차별화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이미
Ⅳ장에서 논의한‘차별주의와 과시형 소비행태’와 같은 맥락에
서 파악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요 목표 시장으로 설정했던 중국 20대 중반
이하들에게도 감성이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보
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 비해
다소 늦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 인
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소비문화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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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응은 향후 중국 시장 접근에서 학습효과를 발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비교우위발굴
본 보고서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모색에서 배타적 비교우
위로 제시한 것은 모두 우연히 산업적 가치(특히 제조업에서의
활용 가치)가 발견된 것 들이다. 한류라는 경쟁력은 힙합이라
는 대중음악에서 유래된 것이다. 물론 TV 드라마가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긴 했지만 뿌리를 내린
것은 힙합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을 통한 feed-back이 신제품
테스트의 도구도 사용되라는 것도 당초에는 생각지 못하던 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라는 문화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인의 체형이 여타국가에 비해 중국인과 유사하
다는 것에서도 배타적 비교우위(특히 의류 제품에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판단되어지는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이러한 비교우위들은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것들이다.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 비교우위가 발굴된 사례는 이 밖에도 많
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화 및 일상생활에서도 산업적 가치로 활
용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평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명품 선호 현상, 헐리
우드에도 뒤지지 않는 한국 영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인 PC방,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특성) 그리고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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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E-sports 등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
면 산업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E-sports를 예로 들어보자. E-Sports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를 선호하는 계층이 10대를 중심으로 20, 30대 등 청장년층이
라는 점이다. 이 계층은 IT기술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자주 사용
하며, 적극성과 자기 개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이 선호하는 문화물들을 스스로 창조하여 즐기는 집단이다. 또
한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버리는 자기
편의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성향이 강해 유명인의 행동성향을
모방하거나 과거의 상품 인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
지면 먼저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소비생활을 영유한다. 일종의
프로슈머인 셈이다. 이처럼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 계층은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경험마케팅’의 테스트 장이 되기
도 한다. 즉 E-sports 세대는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어가기도 하며, IT 분야에서의 각종 하드 및 소프트웨어 기
술 개발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마케팅 개념의 적용·성공 여부
를 실험할 수 있는 집단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 및 일상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여 산업적 가치101)
(비교우위)를 발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101) 산업적 가치는 인터넷에서 형성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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