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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개혁개방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가 수
출 증대 및 외환보유고 확대, 환율정책과 심사비준 프로세스의 완화, 대외
투자전략의 시장지향성에서 기인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
자는 중국 경제 자유화(Economy Liberalization)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독점 국유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
융, 석유, 항공, 전력산업과 민영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IT, 가전산업에 집
중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과 아프리카, 호주 등 자
원이 풍부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정부정책이 대규모 국유기업에 집중되면
서 과감한 해외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민영기업은 신중하고 효과 지향적인
해외투자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국유기업의 국제화는 여전
히 낮은 수준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투자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
이다. 그러나 내수시장 중심의 기술과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는 효과성
이나 수익률 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과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금융위기를 맞이한 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 가치하락 상쇄와 외국 우량기업
의 경영위기에 편승한 해외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
향을 적게 받은 중국 경제가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외국계 자동차 브랜
드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 확보를 위한
천연자원 기업 인수에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정책적 목적보다는 경
제효과를 지향하는 독자경영 추세가 두드러진다. 일부 정부정책의 개입은 존
재하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영향력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 인수 실패 사례
를 거울삼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기업전략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로부터 높은 수익과 기술, 자원, 글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내실강화 경영이 필
요한 시점이다.

1. 머리말: 중국기업의 국제화 연구
□ 대표적 국제화이론으로는 <경쟁우위론>이 있으며, '독점적 우위론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거래비용이론(theory of
transaction cost)', 'OLI이론' 등의 내용을 포함
- 하이머(Hymer)의 '독점적 우위론'은 다국적 투자의 동인으로 시장
불완전성(Market Imperfections)과 기업 특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s)를 제시1)
ㆍ기업 특유의 우위는 특허, 상표, 마케팅력 등을 비롯한 핵심자산 우위,
R&D, 구입∙판매, 低원가 등 규모의 경제 우위, 선진적인 조직 관리에
기반한 조직관리 우위 등을 포함
- 버클리(P.J.Buckley)와 카슨(M.C.Casson)은 '거래비용이론'을 기업
국제화 연구에 도입2)해 외부 중간재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기업은
내부시장을 창조하여 외부시장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
ㆍ국경을 초월하여 내부시장을 창조하는 행위를 기업의 국제화로 표현
- 더닝(J.H.Dunning)이 제시한 'OLI이론' 또는 '절충이론(An Eclectic
Approach)'은 소유의 우위(Ownership), 입지의 우위(Location),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가 기업의 국제화를 결정한다고 설명
□ <경쟁우위론>은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및 국제화 행위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개도국 기업을 설명하기에는 미흡
- 기업은 경쟁우위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제화를 단행하기 때문에
경쟁우위에 따른 이익이 외국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을
상회해야만 가치가 있음
1) Hymer, S. (196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MIT Press: Cambridge, MA.
2) Buckley, P.J. and Casson, M.C.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Homes &
Meie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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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관리력이 부족한 신흥국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를 비롯한
신흥국의 해외투자는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전개

브릭스의 '아웃바운드 해외투자(OFDI)'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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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Extracts.

□ 최대 신흥국인 중국의 OFDI(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전통
이론에 입각한 시장논리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른 인위적 성향이 강함
- 차일드(Child)와 S.B.로드리게즈(Rodrigues)는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자체
경쟁우위 확보보다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3)하기 위한 결과로 규정
ㆍ국내시장의 지나친 규제와 제한으로 국내시장 확대가 불가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기능이 부족
ㆍ휴대폰, 백색가전 등 치열한 경쟁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국제화를 견인
ㆍ중앙·지방정부의 부실한 행정 및 법률체계로 국내 거래비용이 상승

3) Child J. and Rodrigues S. B. (2005)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Firms: A Case for
Theoretical Extens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 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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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정책이 절대적으로 통제했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으로 설명이 불가
ㆍ위안화 자유태환 불가, 외화 사용 통제, 환율 통제 등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심사∙비준이 까다롭게 적용
- 중국경제체제가 개혁되면서 행정수단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기업의 국제화 목적, 수단,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기업의 국제화 트렌드를 전망
- 중국 대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모멘텀 및 산업별, 지역별 투자의
특성을 분석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수익과 평가, 금융위기 속에서의 신규 트렌드를
조사

2.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
□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및 경제체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확대
- 국유기업의 경영독립 및 수익구조 개선과 함께 민간기업의 자주적 경영
혁신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 해외 개방정책은 물류, 인력, 투자, 문화 교류를 촉진시키며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 수요를 증진
- 외자 도입은 기술, 자금, 관리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 투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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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이후 전개된 기업의 해외 투자는 도입기(1979~1991년), 확장기
(1992~2000년), 안정기(2001년 이후)의 단계를 거침

- 도입기에는 대외 무역회사 및 省市의 국제기술경제합작회사를 주체로 한
OFDI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투자 규모가 제한적
ㆍ대외 무역이 GDP의 10% 미만, 외환보유고 부족, 환율 통제 등 전형적인
내수지향적 경제의 특성을 유지

- 정부정책의 전환기였던 '남순강화(南巡講話4))' 이후 확장기를 맞이한
해외 투자는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와 함께 외자 도입 확대를 견인
ㆍ수출 급증, 외자 유입으로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이 완화
ㆍ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아
수출, 외환보유고 및 O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안정기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 무역과 외자 도입,
외환보유고 증가와 함께 중국기업의 OFDI도 안정세를 유지
ㆍ2005년부터 시작된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의 OFDI를 일정
수준 증진시키는 결과를 견인

4)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22일까지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상하
이(上海) 등 중국 남부지역을 시찰하고 '당의 기본노선(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없이 지
켜야 한다'는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를 '남순강화'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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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보유고, 금리와 OFDI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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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

□ 도입기의 해외 투자는 엄격한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
행위보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 합당
- 1993년 ࢭૈਆ൙ #BPTUFFM 의 對독일 투자는 국내에 부족한 대형
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ㆍࢭૈਆ൙은 국무원 '八五(1991~1995년)', '九五(1996~2000년)'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
ㆍࢭૈਆ൙ܒଵ을 기반으로 설립된 ࢭૈਆ൙କߌ은 현재까지 19.8억
위안이 투자되었으며, 연간 6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
- 시장논리보다는 정부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환율,
산업동향, 경쟁자 동향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투자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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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기업의 자주적 의사결정 공간이 확대
- 1994년 위안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는 중국의 경제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며,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은 수출과 외자
증대로 이어짐
-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으로 평가절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해외자산 인수 및 투자원가가 저렴해져 해외투자가 폭증
ㆍ이는 1980년대 엔화 평가절상에 힘입어 일본기업이 대대적인
해외투자를 단행하고, 일본정부가 엔화 대출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한 상황과 유사
- 중국 OFDI와 거시경제요소(외환보유고, 금리, 환율 등)의 연관성이
점진적으로 제고

금리 변동과 신규 OFDI의 상호 변동성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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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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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정부정책과 대외 투자환경의 변화를 경험
- 민간경제와 대외투자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수출과 외환보유고의
성장과 함께 시장경제 원칙이 일부 반영
- 최근 10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정책보다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과 시장환경 요소가 크게 영향

3. 중국 대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대상 기업 선정

□ 2008년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을 표본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현황을 집계하고, 중국 대기업의 해외투자 특징을 분석
-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은 내륙, 홍콩 및 기타 해외자본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의 대표성을 반영
ㆍ2008년 말 기준 대상 기업들의 연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7.9조 위안과
9.3억 위안, 시가총액은 30조 위안을 상회
ㆍ「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을 표본으로 중국기업의 국제화
연구에 가장 큰 난제였던 데이터 신뢰성을 보완
- 「포춘」誌 선정 중국 100대 기업 리스트에 의존할 경우 통계수치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
ㆍఙଲ ಼ٽيᳯၚᎩἑ 이 ఙଲيକ಼ۍ에 합병되고, ண֝ଠෘ กಿ 은
사실상 ண֝ଠෘசਐକվॷ의 자회사이므로 ఙଲ಼ٽي과 ண֝ଠෘ
กಿ 을 임의로 제외
ㆍணଲජ ᳯៃỻᕑ $*5*$ 1BDJGJD

ฃࠁఢડ ₴ᶞᢔ $IJOB

3FTPVSDFT &OUFSQSJTF 등 홍콩에 등록된 레드칩(Red chip5)), ඒਆ
'PYDPOO ᕑᗙ

"0$ ࿚᷿ 등 대만기업들도 중국 100대 기업에

5)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 주주로 홍콩에 상장된 우량기업들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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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됐으나 해외기업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에서 배제
ㆍࡑڸକડ ᐋ᧰ᩕᢔ 등 중국 내륙에서 사업을 하지만, 해외에 등록되어
외자가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기업도 통계범위에서 제외
- 최종적으로 중국 100대 기업 중 중국 기관이 경영, 중국 내륙에 등록,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등 4개 표준에 부합되는
88개사를 최종 선별
ㆍ금융, 석유, 화학공업, 전력, 광산, 통신, 철강, 자동차, 항운, 항공,
철도, 건축, 부동산, 가전, IT, 소매유통, 식품 등 17개 대표 업종이
포함
ㆍ2008년 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 시가는 각각 844억 위안,
99억 위안, 3,383억 위안
ㆍ최고 매출액 기업은 ਏڋൿ 4JOPQFD, 1조 2,048억 위안), 최저 기업은
ฃ֝ܐ୪ ₴᯽ၚᱟ, 205억 위안), 최고 순이익 기업은 $/1$ ᳯᙼᩮ,
1,346억 위안), 최저 기업은 ঃଲࠬૈ ᘨ

ᐾᐫ, 7천 만 위안),

최고 시가 기업은 $/1$(5조 2,877억 위안), 최저 기업은
ഌఙଲ ي%JHJUBM $IJOB ៌ᜪ, 22억 위안)
- 88개의 대상 기업 중 28개 사는 해외 장기투자 실적이 없는 기업
ㆍOFDI를 추진 중인 60개 사와 未추진 중인 28개 사의 경영을 비교하여
동일 산업과 환경 속에서 다른 유형을 견지하는 원인을 분석
□ 2008년 말 기준 대상 기업의 OFDI(누적) 규모는 2,434억 위안으로 중국
기업 전체의 19.3%를 차지
- 해외투자 범위를 해외 자회사 또는 공동/합작경영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지분 투자로 정의하였으며, 실제 단기투자를 포함시킬 경우 OFDI는
250억 위안 정도 상승
ㆍண֝ෆੲ࣪ ᳯၚὙ᠌ᔑ‣ 의 對එ࠙ൖਆ 'PSUJT 투자, $.#$ ᑙᙐ᪰
‐ 의 對ಸणੰ 8BDIPWJB 투자는 연보에서 '매도가능증권
(Available for Sale Securities)'에 포함시켰으므로 통계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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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 기업 중 최대 해외자산 기업과 최소 기업은 ண֝ଠෘசਐକվॷ
(686억 위안)와 ࣕଲীԳசਐକվॷ(ᕯ༸ᝓྔ份ᩧῐྐྵᗕ, 52만 위안)
2008년 말 해외 투자액(누적) 10위권 기업
(단위: 위안)

업체명

해외자산（元）

1

ண֝ଠෘசਐକվॷ
ᳯၚ᪰‐ྔ份ᩧῐྐྵᗕ #BOL 0G $IJOB

68,585,056,800

2

ண֝վঃଠෘசਐକվॷ
ᳯၚᘬ᪰‐ྔ份ᩧῐྐྵᗕ *$#$

48,324,487,942

3

ొঃଠෘசਐକվॷ
ḝᘬ᪰‐ྔ份ᩧῐྐྵᗕ $.#$IJOB

31,910,000,000

4

5

ண֝֝୪ාվசਐକվॷ
ᳯၚၚᱟῴ࿄ྔ份ᩧῐྐྵᗕ "JSDIJOB
이하 ண֝֝୪ාվ
ண֝জକవԧਆசਐକվॷ
ᳯၚᙼᩮᷘᣐხྔ份ᩧῐྐྵᗕ $/1$

16,273,489,000

15,341,153,800

6

ฃ֝ٵ୪ୢߚசਐକվॷ
₴ᆚၚᱟ᯽ኲྔ份ᩧῐྐྵᗕ )VBOFOH 1PXFS
*OUFSOBUJPOBM

12,442,830,870

7

ߑࠄֻ࣊ڋକվॷ ᣝᘶᵤᆧᩧῐྐྵᗕ -FOPWP

8,356,859,215

8

ணଲಟഓଲ٪சਐକվॷ
ᳯ ᵤᮉᘿᨕᝇྔ份ᩧῐྐྵᗕ $4$이하 ணଲಟഓଲ٪

5,933,626,607

9
10

ண֝জକฃվசਐକվॷ
ᳯၚᙼᩮ₫ྔ份ᩧῐྐྵᗕ 4JOPQFD
ண֝Սডଠෘசਐକվॷ
ᳯၚ༁ᚪ᪰‐ྔ份ᩧῐྐྵᗕ $$#

자료: 각사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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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514,812
4,766,221,201

대상 기업의 해외투자 산업과 지역 분포
□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짐
- 가전, IT, 해운, 석유, 항공, 통신, 건축, 기계, 부동산 등 9개 업종에
대한 지분 투자가 두드러짐
ㆍ석유, 통신 등 국가산업에 종사하는 기업6)의 해외투자가 가일층 확산
ㆍ다국적 경영의 특징을 가진 해운, 항공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도
뚜렷한 양상
ㆍ가전, IT업계 기업들도 글로벌화 트렌드 및 경쟁력 향상의 특징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추세

88개 대상 기업의 산업 분포 (단위: 개 사)
6

가전
IT
선운
석유
항공
통신
건축
기계
부동산
금융
광산
다각화
전력
자동차
화학공업
철도
소매유통
철강
식품

4
4
3
3
3

해외 투자를 하는 기업 수
해외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수

2
2
1
3

11
6
3

1

2
1
1
1

2

1
3
1
1

2

2
4

14

1
0

2

4

6

8

10

12

14

16

18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소매유통, 철강, 식품 등 3개 산업의 경우, 대상 기업 중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이 절반도 되지 않아 국제화 수준이 낮은 편

6) 대상 기업 중 석유기업은 $/1$ 4JOPQFD ண֝ැઑজକվॷ $/00$ ; 통신업체는 ఙଲࢭࡦي
ଵ

ఙଲيକ ಼ۍఙଲيഖ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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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석유, 항공, 전력 順으로 4개 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가
100억 위안을 상회
ㆍ이상 4개 산업의 기업 평균 해외투자 규모는 40억 위안을 상회해 전체
산업 중 최고치를 기록
ㆍ금융산업의 총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와 기업 평균 실질 해외투자
(누적) 규모는 각각 1,602억 위안과 114억 위안으로 전체 산업 중 최고
ㆍ상기 산업들은 행정적 통제 및 독점적 성향이 강해 기업 규모가 크고
해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짐

2008년 末 현재, 대상 기업의 산업별 실질 해외투자(누적)
(단위: 백만 위안)

(단위: 백만 위안)

180,000

16,000

160,000

14,000

140,000

11,441

12,000

120,000

10,000

100,000

8,000

7,382

80,000
60,000

6,000

5,442
4,177

40,000

4,000

2,352
1,738
464 731 251 767 213 72
707 141

20,000

99

62

84

19

0

산업의
산업

실질

내

식품

다원화

부동산

기계

철도

소매유통

건축

화학공업

광산

통신

자동차

철강

가전

선운

IT

전력

항공

석유

0
금융

0

2,000

해 외 투 자 (누 적 ) 규 모

기업의

평균

실질

해 외 투 자 (누 적 ) 규 모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내륙과 인접해 있고, 문화습관이 유사한 아태지역이 주요 투자지역
- 大中華 경제권 내 홍콩∙마카오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대상 기업
총투자액의 61%를 차지7)
7) 대상 기업 중 금융기관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는 기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며, 대부분 홍콩∙마
카오 지역에 집중. 금융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대상 기업의 對홍콩∙마카오 투자가 실질 해외투자(누
적)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여전히 1위를 차지
- 11 -

ㆍ對홍콩∙마카오 투자에서 금융분야 투자가 1,182억 위안으로 금융산업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의 73.8%, 대상 기업 對홍콩∙마카오 투자액의
79%를 차지
- 대외 개방 이전까지 중국 기업의 해외 교류 채널이었던 홍콩∙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교역량이 크게 증가
ㆍ금융 인재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홍콩은 내륙 금융기관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금융센터의 위상을 강화
- 화교가 주도하는 對싱가포르 투자는 236억 위안을 상회해 아태지역에서
홍콩에 버금가는 실질 해외투자 지역
ㆍ주요 투자산업은 전력, 화학공업, 전자, 항공, 해상운송 등
- 대만에 대한 투자 규제가 완화된 후 중국 내륙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아프리카, 호주 등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도 대상 기업의 주요 투자
지역
- 중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는 석유, 광산 등 에너지 자원 또는 대규모
아프리카 인프라 관련 산업에 집중
ㆍ$/00$의 對나이지리아 투자, $3$&( ண֝శܑऀডֻࠄ ᳯᷱᵤᆧ
의 對콩고 투자, ಸਆಸ $04$0 ᳯᨴᵤᆧ 의 對리비아 투자
- 최근 ண֝վঃଠෘ이 ْੰվਆഀ۳݁ࣄ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등
중국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 석탄, 철, 기타 유색금속 매장량이 풍부한 호주가 대상 기업의 향후
신규 투자지역으로 부상
ㆍ2008년 말까지 대상 기업의 석탄, 철강, 유색금속 등 對호주 투자는
224억 위안으로 전체 對호주 투자의 91.4%를 차지
- 12 -

대상 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분포 (%)

홍콩/마카오
61

아프리카
14

기타
39

아태지역
12

아메리카
4
유럽
3
중부, 남부
아시아
1
기타
5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수익률, 기타 요소와의 상관관계
□ 대상 기업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8), 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은 기업 규모,
수익률과 연관
- 다수의 국제화 관련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상 기업의 시가, 매출액,
수익률은 해외 투자와 양(+)의 관계
ㆍ기업 지표(시가, 매출액)와 기업 수익률 지표(순이익 및 수익률)는
양의 관계를 보이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도 大9)
ㆍ시가와 순수익 연관성은 0.977로 자본시장이 기업의 수익률을 정확히
반영
8) 대규모 해외투자를 더미(dummy)변수(Yes=1, No=0)로 변환, 88개 대상 기업의 이원로그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변수는 2008년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시가, A주식 여부,다
수 지역 상장 여부, 국유기업 여부를 포함. 'Stepwise Backward 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변
수를 선별한 후 기업의 해외투자 여부는 기업의 시가, 순이익, 국유기업 여부, A주식 여부, 다수 지
역 상장 여부와 유관함을 발견.
9) 매출액, 순이익, 시가, 수익률과 해외투자액의 관계지수(Peterson Coefficients)
매출액

순이익

시가

순이익

0.736**

시가

0.750**

0.977**

수익률

0.108**

0.489**

0.430**

해외투자

0.208*

0.241*

0.240*

수익률

0.150*

n=88;**p<0.01，*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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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매출액, 순이익, 수익률은 기업의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와
직결돼 규모,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쟁우위론>에 부합
ㆍ<경쟁우위론>이란 규모, 수익률 우위를 확보한 기업은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활발히 해외투자를 추진한다는 이론
- 현실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기업경영 전반에 영향을 주며 <경쟁우위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ㆍ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해외투자 효율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2008년 대상 기업의 순이익과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
1,000,000

순이익(백만 달러)

100,000
10,000
1,000
100
1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1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0

해외자산 외환보유고(위안)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非국유기업의 13배에 달하며 국제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 본 보고서에서 규정한 국유기업(국가지배기업)의 정의에 따르면, 50%
이상의 지분이 국가기관에 속한 기업으로, 이는 전체 대상 중 65개 사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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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기업의 순이익(123억 위안)은 非국유기업(34억 위안)에 비해 높지만
시가, 매출액 면에서는 이보다 적은 격차를 유지
- 국유기업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해외투자 동기가 강한 반면,
非국유기업은 매출액과 해외투자 동기가 일치하지 않음
ㆍ이는 非국유기업이 해외투자에 더욱 신중히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
- 장기간 주요관리부서의 특혜를 받은 대규모 국유기업의 수익률과
해외투자 규모가 非국유기업 대비 높다는 사실을 증명
ㆍ수익률과 실질 해외투자(누적) 규모의 상관 관계는 정책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
□ 다수의 지역에 상장한 32개 사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83.6%로 높은 수준
- 단일 지역에만 상장한 기업은 식품, 부동산, 기계, 건축, 소매유통,
철강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한 산업
- 다수 지역에 상장한 기업의 매출액(평균 1,576억 위안), 수익률, 시가는
단일 지역에만 상장한 기업(매출액 426억 위안, 수익률 7.4%, 시가
918억 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준
- 다수 지역에 상장한 기업은 상이한 문화와 해외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화에 적극 참여
- 대상 기업 중 A증시 또는 A증시와 기타 시장에 동시 상장한 70개 기업과
해외에만 상장한 18개 기업은 규모,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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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단·복수 상장 현황
(단위: 개 사)
식품
부동산
기계
건축
소매유통
다각화
철도
화학공업
자동차
가전
통신
석유
선운
IT
철강
전력
항공
광산
금융

1
1

한 지역 상장

2
2

다수 지역 상장

3
4
1
1

1
1
1

4
5
1
1

1

2
2
2
2

2
2
2

16
3
3
5
5
0

3
9
5

10

15

20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 금융, 광산, 가전업체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기타 기업보다 높으며,
철강업체의 해외투자 참여율은 기타 업체보다 저조
- 금융기업의 장기적 대외지분 투자는 대부분 홍콩∙마카오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는 조세피난 목적을 위해 버진제도, 케이맨, 버뮤다
등에 분산
- 산업집중도, 국제화 수준이 석유산업 대비 낮은 광산(석탄, 유색금속
등)산업은 최근 내수 활성화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대응
- 가전업체는 국내시장 성공을 배경으로 원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방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철강업체의 경우 내수가 견고하고, 생산원가 및 정책적 지원이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로 원자재 확보 목적 이외의 해외 진출 동인이 부족
ㆍ 바오스틸은 철강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에
ࢭૈฃ߿ଲֈॺକվॷ ᔔ₴ᙤᘍᩧῐྐྵᗕ 를, 호주에 ࠬਆ൙
.B 4UFFM 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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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의 국제화와 해외투자 성과
□ 기업 국제화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
-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해외자산 비중, 해외매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국제화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 현재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세계 선진수준과 격차를 보임
- 88개 대상 기업 중 해외자산 비중이 10% 이상, 1% 미만인 기업은 각각
4개, 45개에 달함
ㆍ해외자산 비중이 10%를 상회한 기업은 각각 ߑ ࣊ڋ19.4%),
ண֝֝୪ාվ(16.5%), 5$-(12.3%), ணଲಟഓଲ٪(11.9%)
ㆍߑ࣊ڋ의 *#. PC사업 인수, 5$-의 ੵಉഖ("MDBUFM) 휴대폰사업 인수,
ண֝֝୪ාվ의 홍콩 পଲ൪ਏව($BUIBZ 1BDJGJD, ၚỻῴ࿄) 지분
인수 등 사업 및 지분인수를 통해 해외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일반적

대상 기업의 국제화 수준 (해외자산 비중)
(단위: %) 2 5
22
20

기업 수

16

17

18

15

10

5

5

4

0
>10

1-10

0.1-1

0.01-0.1

해외자산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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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

(단위: %)

- 2008년 대상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평균 15.5%이고, 그 중 18개
기업의 해외매출은 전무한 반면 7개 기업은 50%10)를 상회
ㆍ해외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한 기업은 ண֝ੲઑ($04$0, ᳯၚᨴᡥ,
91%), ఢಝ(ᮌᚺფ, 65%), ߑ(࣊ڋ63%), ;5&(ᳯ⅗, 61%),
ୢฃා֜׆ծ(ᴭ₴ာწ, 60%), ணଲಟഓଲ٪(58%),
ண֝֝୪ාվ(51%)
- 2004년부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된 가운데 중국기업은
대규모 해외 인수건을 성사시킴
ㆍ2006년 대상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23%를 기록하며 최고점에 도달
ㆍ일부 중국기업은 해외 인수 후 통합에 실패해 해외사업 규모를 축소
- 2006년 세계 시가 100위권 기업의 해외자산 비중은 평균 38%이고,
해외매출 비중은 44%로 중국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11)
ㆍ이는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아직도 낮다는 것을 반영
대상 기업의 평균 해외매출 비중
(단위: %)
24
23.24
22

20.74

20.92

20.87

20
18
16
14.88
14
12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10) 국내 및 해외(홍콩∙마카오∙대만 포함) 매출을 공개한 6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기타 19개 기업
은 지역별 매출을 未공개.
11) Meagan C. Dietz, Gordon Orr & Jane Xing (2008). How Chinese Companies Can Succeed Abroad.
Mckinsey Quarterl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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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매출간의 연관성은 해외 장기지분 투자가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설명
- 자료가 불충분한 19개 기업을 제외한 69개 대상 기업을 2개 그룹으로 분류
ㆍ제1그룹: 25개 기업, 해외 장기 지분투자가 없는 기업
ㆍ제2그룹: 44개 기업, 해외 장기 지분투자가 있는 기업
- 제1그룹의 해외매출 비중이 5.9%인 반면 제2그룹은 20.9%로 제1그룹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제2그룹의 해외 장기 지분투자 규모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외매출 비중과 밀접히 연관(t=3.266, df=42）

해외매출 비중과 해외자산 비중의 관계
(단위: %)

해외 장기지분투자 비중

25

20

15

10

5

0
0

10

20

30
해외매출

40

50

60

70

(단위: %)

비중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 2개 그룹의 비교 및 제2그룹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와 해외매출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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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 분석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큰 반면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
-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수준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지 못할
경우 해외매출 성장세도 유지되지 못함
- 2004∼2005년 기간동안 ߑ࣊ڋ와 5$-은 적극적인 해외인수를 통해 국제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성장동력 유지가 한계에 봉착
ㆍ2005년 *#.의 PC 사업을 인수한 ߑ࣊ڋ의 2006년 글로벌 매출이 459%
증가
ㆍ인수 후 ߑ࣊ڋ는 원가 절감, 경영효율 제고, R&D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패하면서 영업이익(EBITA/매출액)이 인수 전 5.4%에서 2008년
1.4%로 하락12)

(단위: %)

레노버 글로벌 매출액의 지역별 변화 추이

45

43

40

36

36

37

2007

2008

35
30
25
20
15
10
2006

중화권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주

2009

아메리카주
아시아 태평양

자료: 레노버 연간 재무제표

ㆍ5$-은 ੵಉഖ 휴대폰 사업, തਈ CRT 사업 인수를 통해 국제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해외매출 비중이 2004년 40%에서 2006년의 57%로
확대
12) ߑ࣊ڋ의 재무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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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ߑ࣊ڋ와 달리 5$-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수를 추진하며
조직통합에 주력한 결과, 신규사업의 장기 적자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
ㆍ5$-은 사업 중심을 중국시장으로 전환하며 2007년부터 국내시장
매출을 글로벌 매출의 50% 이상으로 유지
- 기업의 해외투자 효과는 기업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외투자에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배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입증
□ 중국은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해외투자를 추진했으며,
중장기 투자효과는 제한적
- 중국 100대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유기업이 독점하는 금융∙석유∙항공∙전력
산업 및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가전산업에 집중
ㆍ지역적으로 볼 때,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 중국인 거주 지역 및
아프리카, 호주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
- 정책성 지원을 받는 대형 국유기업은 현재까지 높은 수익성과 함께
과감한 해외투자를 전개
- 중국 대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효과는 여전히 제한적

4.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거시환경 변화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
□ 중국 외환보유고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자산 인수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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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수출지향 경제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대규모 외환보유고를 확보
ㆍ2009년 3/4분기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3조 달러

- 미국 등 서방국가의 재정확대에 따라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중국
외환보유고의 가치하락 우려가 확산
ㆍ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의 가치 유지와 함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해 더욱 견고한 국가자산을 확보하도록 독려
ㆍண֝ੵ߿ࢠڻվॷ(ᳯၚ鋁ᢔྐྵᗕ)의 ࠤૈ൘ഠ(3JP 5JOUP) 지분 인수 등
대다수 국유기업의 인수는 정책적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

- 최근 중국의 국부펀드를 대행하는 ண֝റୀକథହվॷ($*$, ᳯၚἛᩧ
ῐ᷁ᬢྐྵᗕ)는 사업 중심을 금융시장에서 자원∙부동산 등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로 이동
ㆍ2009년 7월 ண֝റୀକథହվॷ는 캐나다 ഓୀ(5FDL
3FTPVSDFT -JNJUFE)의 지분 17.2%를 15억 달러에 매입했고, 9월에는
8.5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농산품 공급업체인 홍콩의 ڋटֻࠄ
(/PCMF (SPVQ)의 지분 12.9% 인수

□ 금융위기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석유, 광산물 등의 천연자원으로 집중

-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금속 등
벌크상품의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자원형 기업의 주가가 폭락

-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정책적 지원을 발판
삼아 석유∙광산물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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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벌크상품 가격 및 ࠤૈ ൘ഠ의 주가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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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7년 12월 평균가격 대비 증감율
자료: IMF Data and Statistics，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의 공개자료

2008년 12월 이래 중국 자원형 산업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
시간

중국측

2008-12

Գ(ᐡ)

2008-12 ਏڋൿ(4JOPQFD, ᳯᙼ₫)

2009-2

2009-6
2009-7
2009-7

ൾൈߦఙଲ(ي1FUSP$IJOB,
ᳯᙼᩮ)
ਏڋൿ

외국측
$FOUSF.FUBMT
（호주)
ԧۍಉ(5BOHBOZJLB)
（캐나다）
&OFSHZ)
ੰۘਆ("EEBY)
（스위스）
ࡔ࠙ੲ(.FSJEJBO)

(西北有色地勘局)

(호주)
ഓୀ
（캐나다）
ૈலࢠ(ްٷ0; .JOFSBMT)

.JONFUBMT, ᳯၚ)

(호주)

2009-7

ൾൈߦఙଲي

ૈॷಉ ୨କվୋ

2009-7

ൾൈߦఙଲ ي+ ਏڋൿ

2009-8

계약금액

50%

1.8억 호주달러

100%

20억 달러

--

5억 캐나다달러

--

72.4억 달러

45%

1천만 호주달러

17.2%

15억 달러

--

13.7억 달러

49%

--

20%

13억 달러

18.98%

270만 달러

（캐나다）

ண֝($IJOB

2009-7

비중

ࣕߑٸਆ٪(7FSFOFY

서북유색지질탐사국

ண֝റୀକథହվॷ

지분

ࠬޭഢૈଵ(.BSBUIPO 0JM)의 앙
골라 석유 블록

ચۍಪ(+JFO /JDLFM,

तഠࠤۍಪ(7JDUPSZ /JDLFM)

ᄔ᪬鎳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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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2009-9

2009-9

2009-9
2009-9

ਏڋಫ(4JOPDIFN,

ڸ(/VGBSN)

ᳯ₫ᵤᆧ)

（호주）

ண֝റୀକథହվॷ

ڋटֻࠄ(홍콩)

ࢭഉశԳֻࠄ
(Ὠᷱᵤᆧ)

2009-9
2009-10
2009-10
2009-10
2009-11
2009-11

24억 달러

14.5%

8.5억 달러

50%

4천만 호주달러

51%

--

12%

1,078만 달러

100%

2,950만 달러

বൈߒਆ ࡔ($9.)의 벙걸로우
(Bungalow) 자철광
（호주）

ֻࠄ(ᄗᷙᵤᆧ)

니켈광（잠비아）

ண֝శߦࢄୀվॷ

ൾ࠙ઘਆ('FSS"VT)

(ᳯၚᷱዴᐾṃྐྵᗕ)

(호주）

บٍକআׁুசֻࠄକ

##".(#FBWFS #SPPL

2009-9 վॷ(⁻ᄻᩧᙎჅ࿁ྔᵤᆧ

100%

"OUJNPOZ .JOF)

ᩧῐྐྵᗕ)

캐나다 안티몬광

ൾൈߦఙଲي

ਘԧඑ࠙জକվॷ

100%

--

ඁࠥਆ('FMJY)（호주）

100%

189억 위안

45%

3억 달러

70%

7,600만 달러

15%

2.9억 호주달러

15%

3.3억 호주달러

ૂୠজ(:BO[IPV
$PBM .JOJOH, 兖Ꮈᢔ
ண֝റୀକథହվॷ

ૈࣙڋଵ
（러시아）

ֈܱୀߚࢳୢֻࠄ

٪ࡔ(&OFSHZ .FUBMT)

(ሴ᯽ᵤᆧ)

（호주）

ࢭૈਆ൙(#BPTUFFM

ੰޭ("RVJMB)

(SPVQ, ᔔᵤᆧ)

（호주）

Գ

বൈߒਆ ࡔ

합계

약 210억 달러

주: 당월 매매기준율 기준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정리

금융위기 이후 중국 국유/민영기업의 해외투자 동향
□ 해외투자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치적 요소가 실리 중심으로 전환
-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리보다는 정책적 중요성을 우선시했던 과거
해외투자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기 시작
- 최근 추진 중인 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정부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실리
추구형 해외자산 인수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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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형 외국기업에 국한되던 피인수 주체가 성장잠재력 있는 2, 3급
기업으로 확산되며 인수기간이 단축되고 성사율이 높아짐

-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방법을 선택
ㆍൾൈߦఙଲي는 #1와 ഠ(5PUBM)과의 제휴를 통해 이라크와
베네수엘라의 석유 블록 입찰에 참여

□ 금융위기는 중국기업에게 폭넓은 사업기회를 제공한 반면, 해외자산
가격에 대한 불안정 요소를 동시에 부여

- 벌크상품 분야의 인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 프로세스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가 높음
ㆍ자산가격 하락 리스크와 더불어 경기 회복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등하면
피인수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ண֝ੵ߿ࢠڻվॷ와 ࠤૈ ൘ഠ의 거래
- 2008년 글로벌 알루미늄 소비량은 3,800만 톤, 그 중 중국이 1/3인 1,250만
톤을 소요
-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bauxite)의 중국 내 매장량은 글로벌 매장
량의 3.2%에 불과하고, 이마저 빈광이 많고 65% 정도가 경제적 가용성이 떨어짐
- 중국 알루미늄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ண֝ੵ߿ࢠڻվॷ는 원자재 부족으로
2008년 톤당 2,400달러였던 알루미늄 가격을 7월 3,380달러로 상향 조정
- 원자재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ண֝ੵ߿ࢠڻվॷ는 싱가포르의 자회사와 미
국 ੵಸੰ("MDPB)와 협력하여 140.5억 달러로 ࠤૈ ൘ഠ의 지분 12%를 인수
- 당시 ண֝ੵ߿ࢠڻվॷ의 총자산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ࠤૈ ൘ഠ 시가의
1/4에도 못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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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인수로 ண֝ੵ߿ࢠڻվॷ는 ࠤૈ ൘ഠ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지만, 이사
회 자리를 얻지 못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함
-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ࠤૈ ൘ഠ의 주가가 80% 하락했고, 만기 예정인
400억 달러의 단기채무에 직면한 ࠤૈ ൘ഠ는 투자자를 모색하기 시작
- 2009년 2월 ண֝ੵ߿ࢠڻվॷ는 195억 달러를 투입하여 전환채무를 매입, 지
분 비중을 18%로 확대하고 ࠤૈ ൘ഠ의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2명의
비상임이사 의석을 확보
- ண֝ੵ߿ࢠڻվॷ는 4월, 5월에 각각 독일정부와 미국 외국투자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으나, 호주의 외국투자심사위원회는 최종거래를 승인하지 않음
- 이후 벌크상품 가격이 회복세를 거치는 동안 알루미늄 가격이 2007년 말 수
준으로 회복
- ࠤૈ ൘ഠ의 주가는 거래 발표 이후 대폭 상승하였으며, 최악의 자금난에서
벗어난 ࠤૈ ൘ഠ는 ண֝ੵ߿ࢠڻվॷ와의 투자거래를 중지

□ 대상 기업 중 대형 非국유기업의 해외투자는 산업별, 기업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유기업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
- 과거 국제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해외투자에 참여
ㆍ중국 내 투자전략만을 견지하던 (ەᛲᅟ)은 최근 일본 가전유통
업체인 ޭૉਆ(-"09)를 인수
- 금융위기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투자를 더욱 확대
ㆍ2007년 10월 ࢢଠෘ ᑙᙐ᪰‐ 은 주당 17.8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6$# 6OJUFE $PNNFSDJBM #BOL 의 지분 4.9%를 인수한 후, 2008년
12월 4.9달러의 가격으로 추가 인수하며 소유 비중을 9%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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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국유기업과는 달리 대형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은 금융위기에
민감하게 반응

- 중국 대형 민영기업은 대부분 소비전자, 부동산, 기계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집중
ㆍ2008년 4/4분기 ߑ ࣊ڋPC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5%, 매출은 20%
감소하며 사상 최고 적자액인 9,700만 달러를 기록
- 금융위기로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중국기업에게는 절호의 인수 기회로 작용
ㆍ소형 차량에 대한 감세 조치로 2009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1,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ㆍ이에 반해 실적이 저조한 (., එ݁('PSE) 등은 오펠(Opel), 허머
(Hummer), 볼보(Volvo)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결정
ㆍ허머는 ੜഒண(四川騰中), ࣮࣪는 ࠤ(ᄔፑ)를 인수 협상자로 지목
□ 중국기업의 인수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해외투자 전략을 조정
- 금융위기 전 해외투자는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라는 원대한 목적으로 추진
ㆍߑ࣊ڋ의 *#. PC사업 인수, 5$-의 തਈ 인수 등은 파생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ㆍ2005년 ঃ౿(ᘨჯ)는 한국의 ਢ(雙龍)ୀܛఙ를 인수한 후 노조와의
갈등으로 오랜 시간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 ਢ은 파산하고
ঃ౿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
- 금융위기를 거치며 '생산과 시장의 균형'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
ㆍ금융위기 이후 해외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업체는 명확한 목표 아래
자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외투자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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ࠤ의 해외투자
- 막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중국의 자동차업체는 기술과 브
랜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수 대상을 모색
- 중국의 민영자동차업체인 ࠤ가 독자 개발한 자동변속기는 중형 승용차,
SUV 차량에 적용이 제한적
- 2009년 3월 ࠤ는 경영난에 빠진 세계 2위 기어박스 기업인 호주의
%4* %SJWFUSBJO 4ZTUFNT *OUFSOBUJPOBM 를 인수
- 인수를 통해 ࠤ는 4배속∙6배속 전륜∙후륜 구동식 高토크 자동변속기 시리
즈 기술을 확보, 낮은 비용으로 기술적 단점을 극복
- 현재 ࠤ는 එ݁ 산하의 브랜드인 볼보를 20억 달러에 인수할 의사를 밝혔
고, 이는 1999년 එ݁가 볼보를 인수할 때 지불한 가격의 1/3에 불과
- ࠤ는 볼보의 생산 및 R&D 기지, 노조협의 및 판매상 네트워크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볼보의 판매망과 부품 구매채널을 확충하여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
- 볼보의 기술 및 브랜드 통합에 성공할 경우, ࠤ는 글로벌 고급차량시장에

□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중국기업은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우량기업의 경영난, 자산가격 하락, 해외투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 완화 등은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해외투자 환경을 제공
-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더욱 견고해지고, 양적
확대보다는 자사의 결점 보완 및 경쟁력 향상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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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정책적 목적보다는
경제효과를 지향하는 독자경영 노선을 견지
-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개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업의 투자전략은 환경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ㆍ독점 국유기업들이 여전히 해외투자의 주체군을 형성하며 전체
점유율과 규모면에서 기타 민영기업을 압도
ㆍ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
총액이 증가
- 중국시장의 개방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되면서 해외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
- 총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J. Child와 S.B. Rodrigues의 일부 관점과
다른 결론을 얻음
ㆍJ. Child와 S.B. Rodrigues의 관점은 주로 중국시장의 다양한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한다고 설명
ㆍ반면 본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중국 국내시장 메커니즘이 개선되면
서 진입장벽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

□ 해외자산 비중, 해외매출 비중 등 중국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여전히 낮고,
지리적으로는 홍콩, 마카오 지역에 집중
-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거쳤고, 2001년
이후 본격적인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루어짐
- 홍콩, 마카오 지역은 계획경제시대부터 중국의 대외무역 창구 역할을
했고, 최근까지도 인력, 법률, 세금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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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시장 침체에 따라 기업의 투자계획이 국내시장의
수요 변화에 더욱 민감히 반응
ㆍ국내시장의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업체의 기술 및
브랜드 가치도 동반 성장
ㆍ중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석유, 광산물 등 기초자원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자원 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호주 등으로 확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는 여전히 효과가 제한적
ㆍ국내시장 개척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시장 개척은 투자비용
외에도 국내시장 개척에 대한 기회손실 비용이 발생
- 금융위기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의존도를 높임과 동시에
해외투자를 위한 호기를 마련
ㆍ중국기업은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계 천연자원 개발업체와
기술특허 등 해외자원 인수에 앞장섬
□ 신흥시장 국가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에 反하는 한편,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경쟁우위론>과 일치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주체기업의 규모, 수익과 유관하고, 기업의 속성,
참여 산업, 전략 요소가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ㆍ가전, IT 등 중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에서 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
-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 매출효과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가 동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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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우위론>에 입각한 중국의 해외투자는 현재 생산과 기술 등의
유무형자산 취득을 목표로 추진 중
해외투자 영역과 리스크
소
프
트
웨
어

투
자
조
건

高
시장? 개척을
拓市? 型海外投?
위한 해외투자
디자인, R&D 능력

글로벌 자원
통합

투
자

기술자원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
브랜드 채널
기술력

리
스
크

유형 자원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
물류

마케팅
하
드
웨
어

생산

자금

低

- 31 -

<참고>
중국의 OFDI 정책 변화
도입기（1979∼1991년）
- 규제가 엄격해 소수 기업의
기본

해외투자 프로젝트만 비준

확장기（1992∼2000년）

안정기（2001년 後）

- 해외투자관리 시스템과 심사

- 해외투자의 심사 프로세스

비준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

특징

간소화, 정부 역할이 관리
와 통제에서 지원과 서비
스로 전환

- 1979년: 국무원의 15개 경제

법규

- 2006년: 중국정부는 다수

개혁 조치 출범, 제13조항에

에서 「중국 해외기업 관리

의 해외경제무역협력지대

서 '외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규정」을 기안

를 설립, 기업의 해외투자

것을 비준'한다고 명확하게
정책

- 1993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규정
- 1985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1996년: IMF협정 제8조항을
접수, 위안화 경상거래 자금
지급자유화

를 지원
- 2009년: 「국내기구의 해
외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에서 「해외에 非무역성 기업

(초안)」을 발표, 외환관

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심사

리등록제 실시

비준 프로세스와 관리방법에
관한 실행 규정」을 발표
- 1979년: 규모와 유형에 구분
없이 모든 해외투자는 국무원
의 심사비준을 거침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조정 - 2004년: 상무부, 재정부,
및 관리

외환관리국 등은 심사비준

- 발전개혁위원회에서 프로젝트

권을 하부 기관에 이양,

투자 건의서와 타당성 보고서

300만 달러 이하의 투자

를 심사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심사

- 1983년: 국무원이 대외무역경

비준

제합작부를 중국기업의 해외

프로

투자 심사비준 부처로 지목,

세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심사하

대외무역부처, 해외주재 대사 - 2009년: 非중앙직속기업의

는 해외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

관∙영사관 등은 협조

- 인민은행 등 기타 부처, 성급

심사
1,000만 달러 이하의 일반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시급
정부기구에서 심사비준

- 중앙 및 지방의 전문 대외무

- 경공업, 방직업, 가전 등 기

- 해외투자주체 중 국유기업

역회사 및 국제기술경제합작

계전자 가공 및 복장가공 등

의 비중은 2003년 45%에서

회사

제조업은 해외 가공무역의 핵

2006년 26%로 현저히 하락

- ண֝ฃվડౢվॷ(ᳯၚ

심 분야

₫ᵈṱာྐྵᗕ), ண֝ૈׁֈ - 투자주체는 ଲઝ, ଲ౿(ᬙ

- 기업의 투자분야가 다원화
된 가운데 자원산업과 금

투자

ॺౢվॷ(ᳯၚჅᘑᵈ

ჯ), (Ⴥᚺ), ࠇઑൈഉ

융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

주체,

ṱာྐྵᗕ), ঃଲౢվॷ

(ቤᡳốኁწ), ಿಉ(,POLB,

하게 전개되고, 서비스업,

분야,

(ᘨ ᵈṱာྐྵᗕ) 등 해외 대

๖), ౡޯ(Ṯታ), ঃֈܐ

도소매업 관련 투자 프로

수단

표처, 무역회사를 설립

(ᘨ᯽), ߿(ዿᦕ) 등 국

젝트가 현저히 증가

- 非무역기업의 투자는 주로 삼
림개발, 광산개발 및 어업개

내 유력 생산기업
- 그린필드 투자, 해외 공장 건

- 해외 인수규모가 신속하게
증가, 투자총액은 2002년

발 등 자원개발과 가공생산

설, 독자 브랜드 생산 및 판

2억 달러에서 2008년 205

분야에 집중

매 등 투자방식의 다양화

억 달러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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