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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도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올라섰다. GDP 대비
여전히 낮은 해외투자 비중 등을 감안하면 향후 증가 잠재력도 높다. 급증하는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의 기대감과 기술유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했다. 2016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유출 관리 강화, 글로벌 경기위축, 주요국의
견제 등 때문이다. 2017년부터 중국은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을 설립했으며, 해외투자(OFDI)가 외자유치(FDI)를 초과하는
순자본유출국이다.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지속적인 일대일로 사업 진행, M&A를 통한 활발한 제조업
투자, 민간기업의 비중 확대, 동부지방에 편중된 지역구조 등이다.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말 현재 67.1억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대비 0.3%로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대부분이고,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알리바바의 카카오
지분 투자 등 금융, IT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투자지역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유럽이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다임러, 볼보), 농업기술(신젠타, 니데라), 금융(HSBC), 미국의 IT(IBM, Ingram),
운송(Uber, Tesla) 등 선진국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경영노하우 등의
취득 목적이 엿보인다. 반면 남미는 에너지(오일 등), 자원(철강 등)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편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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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 기술추격 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 부담
(일대일로 연선국[沿線國])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를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도 반도체, AI 등 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
편,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중국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도 커
지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가 최근 위축되고 있지만, 향후 확대 잠재력은 높다. 핵심부품
국산화(중국제조 2025), 철강 등 과잉생산자원의 해외활용(일대일로, 공급측개혁) 등
중국의 주요정책이 해외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무
역수지 흑자, 외자유치로 자본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자본이 부족
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이다. 하지만, 해외투자를 활
용한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불허 사례가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도 사업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비 축소를 요구하는 등 갈
곳 잃은 차이나 머니가 늘고 있다.
차이나 머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기회이다. 한․중 밸류체인 강화 등 양국간
산업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확대, 신규투자/기술개발/인력 수요 확대, 잉여자금 활용, 제3국 진출
등에서 다양한 비스니스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사드사태 중에도 산업연관성이
높은 중간재 수출은 증가했던 경험에서 보듯이 양국간 긴밀한 산업 연계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FTA 허브인 우리나라를 주변국 견제가 심한
중국의 해외 진출기지로 활용, 미래 신산업 공동 개척 등 글로벌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의 유치와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술유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열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미래 산업의 방향을 엿보고, M&A를 통해 단번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차이나 머니의 흐름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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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연구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이 조성
● 외자유치(引进来, 인진라이)와 함께 해외투자(走出去，저우추취) 장려 의지가
대외적으로 언급
* <2000년 전인대> 국제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전략을 실행,
외자유치와 긴밀히 연결하여 국내외 자원과 시장을 잘 활용
* <2000년 15기 5중전회> 해외투자는 서부대개발과 함께 중국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 <2004년 16기 4중전회>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결합,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의 비교우위를 발휘

● 무역흑자, 외자유치 확대 등으로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 기반이 마련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989년 55.5억 달러에서 2000년 1,655.7억 달러로 29.8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 36.2%)

● 2001년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본격적인 글로벌 경제 편입도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
<중국의 외환보유액 및 무역수지 금액 추이(단위 : 억 달러)>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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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
●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Flow)이 세계 O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는
2002년 0.5%, 26위에서 2018년 14.1%, 2위로 상승
* 세계 비중 : 0.5%(02년) → 1.3%(06년) → 6.9%(12년) → 14.1%(18년)
* 세계 순위 : 26위(02년) → 13위(06년) → 3위(12년) → 2위(18년)

● 중국의 해외투자 잔액(Stock)이 세계 O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순위는
2002년 0.4%, 25위에서 2018년 6.3%, 3위로 상승
* 세계 비중 : 0.4%(02년) → 0.6%(06년) → 2.4%(12년) → 6.3%(18년)
* 세계 순위 : 25위(02년) → 23위(06년) → 13위(12년) → 3위(18년)

<전세계 해외투자 중 중국 비중(단위 : %)>

<전세계 해외투자 중 중국 순위>

* 자료 : UNCTAD,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2018년 주요국의 전세계 해외투자 금액(Flow) 비중(%)>

<2018년 주요국의 전세계 해외투자 잔액(Stock) 비중(%)>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2018년도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과 전세계 해외투자 중 중국 비중 통계는 UNCTAD(1,298.3억 달러,
12.8%)와 중국 상무부(1,430.4억 달러, 14.1%)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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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될 잠재력과 동인 보유
● 2018년도 중국의 GDP 대비 해외투자 잔액(Stock) 비중은 14.3%로 개도국
평균(22.7%) 보다도 낮은 수준
● 중국의 중점사업인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공급측 개혁 모두 해외 기업
투자, 개도국 인프라 건설 등 해외직접투자와 긴밀히 연계
* 중국제조 2025의 기술도약 방안으로서 해외기업 인수, 철강/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생산
자원의 해외활용을 위한 일대일로의 인프라 구축사업 등

<주요국의 2018년도 GDP 대비 해외투자(OFDI) 잔액(Stock) 비중 (단위 : %)>

* 자료 : UNCTAD

차이나 머니에 대하여 세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
●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해외투자에 대하여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첨단기술 유출, 중국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
- 중국의 해외투자는 자본이 부족한 국가, 기업에게 새로운 출구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국의 우량기업 사냥,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선진국의 위기감, 일대일로 투자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적 종속 우려 등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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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시사점 도출
● 중국 해외투자 현황, 특징과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의 경계와 대응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차이나 머니 활용방안을 모색
● 중국 상무부의 해외투자 통계와 미국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통계, UNCTAD 통계 등을 병행하여 분석
* 특히, 중국 상무부 통계는 홍콩,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우회투자가 대부분으로 실제
투자대상국 분별이 어려운 반면, AEI 통계는 2005년 이후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사례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내용 파악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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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주요특징
1. 개요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가파르고 꾸준하게 증가
● 2000년대 전까지는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등락을 반복
- 1979년 개혁개방 이후 1차 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에서 1990년대부터 무역,
제조업, 자원개발 등으로 투자 범위와 규모가 확대
●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6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꾸준하게 유지
- 에너지/자원 확보, 부동산 등 해외자산 취득,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
사업 다각화 등으로 해외투자 목적도 다변화
* 해외투자 연평균 증가율 : 9.4%(1989~2002년) → 38.5%(2003년~2016년)

● 특히, 2005년과 2008년 오일, 철강 등의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각각
123%, 110.9% 증가하는 등 급성장
* 중국석유(CNPC)-카자흐스탄(오일, 42억불, 2005년), 중국여업(Chinalco)-호주(알루미늄,
128억불, 2008년) 등

2017년부터 감소세로 선회
● 2016년 해외투자 과열 조짐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 유출 관리 강화와 경기
위축에 따른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 등에 기인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6년부터 이미 감소세로 선회
* 세계 OFDI 증감률(%) : -7.9(16년) → -8.0(17년) → -28.9(18년)
중국 OFDI 증감률(%) : 34.7(16년) → -19.3(17년) → -9.6(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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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 3가지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 유도
* 투자 ‘제한형’으로 분류된 부동산과 체육/오락/문화 분야의 투자 급감
- 부동산(억불) : 77.9(15년) → 152.5(16년) → 68.0(17년) → 30.7(18년)
- 체육/오락/문화(억불) : 17.5(15년) → 38.7(16년) → 2.6(17년) → 11.7(18년)

● 2018년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은(Flow)는 1,430.4억 달러로 전년대비 9.6%
감소하여 2년 연속 하락세 기록
<중국정부(발개위, 상무부 등 공동)의 해외투자 방향 지도의견 발표(2017. 8월)>
o 해외투자 분야를 장려, 제한, 금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인 투자 방향 제시
- 장려 : 일대일로 건설, 해외첨단기술 및 선진 제조기업, 해외 유전/광산 등 에너지 개발, 문화/물류 등의
서비스 등
- 제한 : 전쟁발생 등 민감국가, 부동산/호텔/극장/오락/스포츠클럽 등의 분야,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상
대국 기술표준에 미부합, 상대국 환경보호 등에 미부합
- 금지 : 군사공업 핵심기술, 수출금지 기술/제품 관련 투자, 도박/성(性)산업, 국제조약 금지 분야, 국가
이익 및 안전 위해 분야

<1989~2018년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ODI) 금액(Flow) 추이(단위 : 억 달러)>

<1989~2018년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 금액(Flow) 증감률 추이(%)>

* 자료 : UNCTAD(1989~2001),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2002~2018)

6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중국의 해외투자(OFDI) 금액이 중국으로의 외자유치(FDI) 금액을 추월
● 2002년 해외투자(OFDI) 금액은 외자유치(FDI) 금액의 4.9% 수준에서 2016년
155.7%까지 급성장
- 중국의 해외투자는 2002년부터 연평균 28.2%씩 가파르게 성장
* 연평균 증가율(2002~2018년) : 28.2%(OFDI) ＞ 5.8%(FDI)

<중국의 해외투자(ODI) 및 외자유치(FDI) 금액 및 증감율 추이(단위 : 억 달러, %)>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국가통계국

중국은 2018년말 현재 188개국에 42,872개 해외투자기업 설립
● 해외투자 진출 국가는 아시아 46개국, 유럽 43개국, 아프리카 52개국, 남미
32개국 등임
● 지역별 투자기업 수는 아시아 24,437개, 북미 6,211개, 유럽 4,581개, 아프리카
3,680개, 남미 2,565개, 대양주 1,398개임
- 국가별 투자기업 수는 홍콩, 미국, 러시아, 호주, 독일, 싱가포르, 일본, 버
진 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 등의 순임
<2018년 중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진출국 및 진출기업 수>
구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대양주
합계

진출국가 수
46
43
52
3
32
12
188

해외투자 기업 수
24,437
4,581
3,680
6,211
2,565
1,398
42,872

기업수 비중
57.0
10.7
8.6
14.5
6.0
3.2
100.0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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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특징
국가적 중점사업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투자 지속
● 2018년에도 일대일로 연선국가 63개에 178.9억 달러를 투자, 2018년 전체
해외투자의 12.5%를 기록
-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일대일로 투자도 전년대비
11.3% 감소
* 2017년은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이 19.3% 감소했음에도 일대일로 투자는 31.5% 증가

-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58.8억불), 도소매(37.1억불), 전력생산/공급(16.8억불),
과학연구/기술서비스(6억불)로 각각의 비중은 32.9%, 20.7%, 9.4%, 3.4%임
● 일대일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 투자금액은 986.2억 달러로,
동 기간 전체 투자금액의 11.3%를 차지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으로
동남아 국가가 많음
* 싱가포르 31.2억 달러, 인도네시아 9.3억 달러, 러시아 8.2억 달러, 말레이시아 6.8억 달러
등 (2013~2018년 국가별 총 투자금액)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 금액 및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억 달러, %)>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8 세계로 뻗는 차이나 머니, 도전과 기회

<일대일로 주요 연선국가에 대한
2013~2018년 총 투자금액(억 달러)>

M&A를 활용한 제조업 투자 활발
● 2018년 중국의 M&A는 63개국 433건에 742.3억 달러를 기록
- M&A 재원은 직접투자금액 310.9억 달러(비중 41.9%)와 해외 현지자금 조달
431.4억 달러(비중 58.1%)임
* 2018년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1,430.4억 달러) 중 M&A를 통한 직접투자(310.9억 달러)
비중은 21.7%

-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 통제 강화, 선진국의 기술유출 견제, 미․중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7.9% 감소
● M&A를 통한 제조업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활발
- 최근 5년간 M&A 최대 투자분야는 제조업(비중 31.7%)으로 임대 및 상업서비스
(비중 31.8%) 위주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비

- 단기간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조기술, 시장 등을 쉽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M&A를 활용
<2014~2018년 분야별 M&A 비중(%)>

<2014~2018년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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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비중 확대
● 비금융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잔액(Stock)이 국유기업 투자를
2017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2018년 격차 확대
- 비금융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잔액(1조 7,643.7억 달러)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2006년 19%에서 2018년 52%로 크게 증가
* 국유기업 해외투자 비중 : 81.0%(2006년) → 48.0%(2018년)
* 민간기업 해외투자 비중 : 19.0%(2006년) → 52.0%(2018년)

● 2018년말 현재 중국내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27,091개이며, 유한책임회사,
사영기업, 주식회사, 국유기업 등의 순임
- 국유기업은 금액 비중(48.0%) 대비 기업 수 비중(4.9%)이 작은 만큼 기업당
투자금액이 큰 대형투자 위주
* 반면, 사영기업은 금액 비중(7.1%) 대비 기업 수 비중(24.3%)이 높음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 잔액(Stock) 비중 (단위 : %)>

<2018년 기업형태별 비금융
문 해외투자 잔액 비중(%)>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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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형태별 비금융부문
해외투자 기업 수 비중(%)>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동부지방에 편중
● 지방별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 잔액은 광둥성,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등의
순으로 대부분 동부연안 지역에 편중
- 광둥성 2,005.5억 달러(이중 선전시 1,450.8억 달러), 상하이시 1,180.7억 달
러, 베이징시 699.5억 달러, 저장성 573.6억 달러 등
<2018년말 주요 성별 비금융부문
해외투자 잔액(억 달러)>

<2018년말 비금융 부문 해외투자 잔액
지역별 비중(%)>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 동부 : 베이징, 톈진, 하북, 상하이, 장수, 푸젠, 산동, 광동, 하이난
중부 :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서부 : 내몽고, 광시, 쓰촨, 충칭, 구이저우, 윈난, 샨시, 간수, 칭하이, 닝샤, 신장, 시장
동북3성 : 헤이룽쟝, 지린, 랴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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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대한국 투자
2018년말 현재 중국의 對한국 투자잔액(Stock)은 67.1억 달러이며 중국의
총투자 대비 비중은 0.3%로 20위를 기록

* 중국 통계 기준

● 2018년 중국의 對한국 투자금액(Flow)은 10.3억 달러로 중국 전체 투자의
0.7%로 17위를 기록
- 전년대비 56.4% 상승하여 2018년 중국의 전체 해외투자 감소세(-9.6%)와
대비
<2018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금액(Flow)/잔액(Stock) 및 순위(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잔액(Stock)

비중

순위

국가

금액(Flow)

비중

1

홍콩

11,003.9

55.5

1

홍콩

868.7

60.7

2

케이만 제도

2,592.2

13.1

2

미국

74.8

5.2

3

버진 제도

1,305.0

6.6

3

버진 제도

71.5

5.0

4

미국

755.1

3.8

4

싱가포르

64.1

4.5

5

싱가포르

500.9

2.5

5

케이만 제도

54.7

3.8

20

한국

67.1

0.3

17

한국

10.3

0.7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외자 유치금액은 42.0억 달러로
전체 유치금액의 3.8%를 차지

* 우리나라 산업부 도착 기준

● 중국은 일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8번째
외국인 투자국에 해당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84.3%), 제조업(14.7%), 농/축/수산/광업(0.7%), 전기/
가스/수도(0.4%)의 순임
- 서비스업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도․소매 비중이 컸으나, 최근 금융, IT기업
지분 참여, 부동산 매입 등 금융, IT, 부동산 분야가 증가
- 제조업에서는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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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중국 외자투자유치 누계액(1962~2019. 1분기)은 62.2억달러로 전체금액의 2.8%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이어 11위임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64.2%), 제조업(34.9%), 농/축/수산/광업(0.5%), 전기/가스/수도
(0.4%)의 순임

● 2015년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녹지집단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크게 증가
<최근 중국의 주요 대한국 투자 사례>
중국기업

투자기업

금액(억불)

연도

텐센트
안방보험
녹지집단(greenland)
안방보험
알리바바
Double Star

CJ Games
동양생명
부동산 투자
우리은행
카카오
금호타이어

5.0
10.3
32.2
2.6
2.0
6.0

2014
2015
2015
2016
2017
2018

* 자료 : AEI (중국상무부, 한국 산업부 통계(도착기준)와 상이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금액(백만 달러)>

<최근 10년간 산업별 대중국 투자유치
금액/비중(%)>

<최근 10년간 주요국가별 투자유치
금액 및 비중(억 달러, %)>

<1962~2019.1분기 누계 주요국가별
투자유치 금액 및 비중(억 달러, %)>

* 자료 :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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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
* 이하 내용은 AEI의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기준으로 분석
(2005년 이후 1억달러 이상 투자 사례 기반의 통계)

1. 투자분야
중국의 해외투자는 에너지, 자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경제․산업 발전과 함께 늘어난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 목적이
크게 작용
- 특히 2006~2010년 기간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 투자 비중이 각각 46.1%,
24.9%로 전체 투자의 71%에 달함
-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유럽, 동아시아, 남미, 호주, 아프리카 등 전세계
적으로 진행됨

최근 운송, 부동산,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 분야가 다양화
● 에너지가 여전히 가장 큰 투자분야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 에너지 비중 : 46.1%(2006~2010년) → 20.9%(2014년~2018년)

● 중국의 경제․산업 고도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해외기술, 브랜드, 경영 노하우
등 선진기법 획득을 위한 투자가 확대
* 시기별 주요 투자분야 비중 (%)
- 2006~2010년 : 에너지(46.1), 자원(24.9), 금융(13.2), 운송(6.1)
- 2014~2018년 : 에너지(20.9), 운송(13.2), 부동산(9.7), 농업(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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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 하락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해외 부동산 투자도 증가
- 민간기업, 부유층 등은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와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
<중국의 2005~2018년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단위 : 백만 달러, %)>

<2006~2010년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2014~2018년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 자료 : AEI

2. 투자지역
홍콩, 케이맨 제도 등을 통한 우회 투자가 70%에 육박
● 2018년도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Flow) 중 홍콩, 버진 제도, 케이맨 제도 등
3개 지역 투자가 전체 투자의 69.5%를 차지

* 중국 상무부 통계

*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향유를 위해 홍콩으로 자금 유출 후 중국으로 재투자, 홍콩을
경유해 유입된 핫머니의 수익금 회수, 조세피난처를 통한 우회 투자 등의 요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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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8년 국가별 해외투자
금액/비중(억 달러, %)>

<중국의 대홍콩 FDI 및 OFDI
금액 추이(단위 : 억 달러)>

* 자료 : 2018년 중국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 중국 통계국

2005~2018년 중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금액 비중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남미 등의 순임
● 유럽 30.1%, 미국 15.7%, 동아시아 11.5%, 남미 9.8%, 서아시아 8.6%, 호주
8.4% 등
● 2005~2013년 기간 동안 서아시아, 미국, 남미 등으로 연도별 최대 투자지역이
다양하게 바뀌었으나, 2014년 이후 유럽으로 고착화
* 연간 최대 투자지역 횟수 (2005~2018년)
- 유럽 7회, 서아시아 2회, 미국 2회, 호주/남미/북미 각 1회

<연도별 최대 투자지역 추이(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지역

금액

비중

연도

지역

금액

비중

2005

서아시아

4,200

41.0

2012

북미

21,870

27.7

2006

서아시아

7,320

36.1

2013

미국

15,850

19.6

2007

미국

8,400

27.9

2014

유럽

30,310

29.6

2008

호주

15,780

28.0

2015

유럽

37,020

31.3

2009

유럽

10,160

18.1

2016

유럽

58,290

35.2

2010

남미

27,040

40.7

2017

유럽

96,770

55.0

2011

유럽

15,130

21.7

2018

유럽

44,320

39.4

* 자료 : 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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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5~2018년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 억 달러, %)>

<중국의 주요 지역별 해외투자 금액 추이(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AEI

서아시아, 북미, 호주, 아프리카 등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
● 서아시아 : 2005년, 2006년 오일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최대
투자지역 부상, 2013, 2015년에도 대형 투자 진행
* 중국석유(CNPC)-카자흐스탄(오일, 42억불, 2005년), 중신(CITIC)-카자흐스탄(에너지,
19.1억불, 2006년), 중국석유-카자흐스탄(오일, 53억불, 2013년), 삼협집단-파키스탄
(전기, 16.5억불, 2013년), Huaneng Power-파키스탄(전기, 18.1억불, 2015년), 중국전력건설
(Power Construction Corp)-파키스탄(석탄, 10.7억불, 2015년) 등

● 북미 : 2012년 캐나다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최대치 기록
이후 크게 하락, 이후 등락을 반복
* 중국석유-캐나다 Encana(가스, 21.8억불, 2012년), 중국해양석유-캐나다 Nexen(에너지,
151억불, 201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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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2008년 알루미늄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급증, 이후로도 석탄,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진행
* Chinalco-호주 Riotinto(알루미늄, 128억불, 2008년), Yankuang-호주(석탄, 22.1억불,
2011년), 중국해양석유-호주(가스, 19.3억불, 2012년), State Power Investment-호주
(전기, 22억불, 2015년) 등

● 아프리카 : 에너지, 자원 분야 위주의 투자 진행, 특히 2013년, 2018년 가스,
전기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
* 중국석유-모잠비크(가스, 42.1억불, 2013년), 중국석화-앙골라(오일, 15.2 억불, 2013년),
중국석화 등-나이지리아(전기, 57.9억불, 2018)

유럽, 미국, 동아시아 등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 특히 2014년부터 對유럽
투자가 급증하면서 최대 투자처로 자리매김
● 유럽 : 농업,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이 대표적인 투자 분야이며, 2014년 이후
특히 급증
- 2006~2010년 에너지(비중 41.3%), 운송(비중 23.9%) 위주에서, 2014~2018년 농업,
운송, 금융, 오락, 기술로 투자분야 다변화
* 농업은 중국화공의 스위스 신젠타 투자(430.6억불, 2017년)가 큰 비중 차지

- 운송 분야에 투자가 꾸준하며, 오락, 금융 등 서비스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
<중국의 2005~2018년 對유럽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단위 :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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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對유럽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2014~2018년 對유럽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 자료 : AEI (이하 같음)

<중국의 對유럽 주요 투자 사례>
분야
농업

운송

중국기업

투자대상(국가,기업)

금액(억불)

연도

중국화공(Chemchina)

스위스 신젠타(농약, 종자)

430.6

2017

중량(COFCO)

네덜란드 니데라(Nidera)

20.4
14.4

2014
2016

둥펑

푸조

11.0

2014

중국화공(ChemChina)

이탈리아 피렐리 (타이어)

78.6

2015

독일 다임러

90.3

2018

스웨덴 볼보트럭

32.7

2017

지리
오락

텐센트

핀란드 Supercell(IT유통)

86.0

2016

금융

핑안보험

영국 HSBC

96.6

2017

메이디

독일 Kuka (산업용 로봇)

46.8

2016

칭화유니

프랑스, Linxens

25.7

2018

중국석화(Sinopec)

스위스 Addax Petroleum

72.0

2009

중국해양석유(CNOOC)

노르웨이 Awilco Offshore

24.9

2008

중국보험공사(CIC)

영국, Logicor

137.9

2017

기술

에너지
물류

* 자료 : AEI (이하 같음)

● 미국 : 부동산, 금융,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고, 2017년부터 하락세
- 2006~2010년 금융(비중 51.1%) 위주에서 2014~2018년 부동산, 운송, 기술
등으로 다양화
- 미국의 우위분야인 금융, 운송,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부동산 투자 확대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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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5~2018년 對미국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2006~2010년 對미국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2014~2018년 對미국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중국의 對미국 주요 투자 사례>
분야
부동
산

운송

중국기업
Taikang life
중국보험공사(CIC)
Greenland(绿地集团)
HNA
텐센트
디디츄싱
레노버

기술

오락

HNA
Seine Tech
하이얼
완다
텐센트
SAFE

금융
관광

중국보험공사(CIC)
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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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NorthStar Realty
Brookfield Property Partners
Forest city Ratner
Pacific Park
CIT Group(항공기 임대 등)
Tesla
Uber Global
Motorola Mobility
IBM(PC)
Ingram Micro(IT 유통)
Lexmark(프린트)
GE(가전)
Legendary Entertainment
Carmike Cinemas
Snapchat
TPG Fund
Morgan Stanley
Lexington Partners 등
Carlson Hotels

금액(억불)
8.6
6.8
32.2
11.5
103.8
17.8
10
29.1
21.4
60
34
54
35
11.6
22.4
25.1
50
15
20.1

연도
2016
2016
2014
2018
2017
2017
2016
2014
2014
2016
2016
2016
2016
2014
2017
2008
2007
2010
2016

● 동아시아 : 석탄, 오일 등 에너지 투자 위주이며, 2015, 2017년 에너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급증
- 2006~2010년 에너지(비중 62.6%) 위주에서, 2014~2018년 에너지, 물류,
부동산, 운송 등으로 다변화
- 아세안 개도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류,
운송 등 분야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국의 2005~2018년 對동아시아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단위 : 백만 달러, %)>

<2006~2010년 對동아시아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2014~2018년 對동아시아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중국의 對동남아시아 주요 투자 사례>
분야

에너지

물류
부동산

운송

중국기업
중국수전(Sinohydro)
중국광핵(CGN)
Shenhua Energy
Zhuhai Zhenrong
HNA
Vanke(万科) 등
중국보험공사(CIC)
Greenland (绿地集团)
Double Star
Tencent and JD
닝보 조이슨

투자대상 (국가,기업)
라오스(전기)
말련 Edra
인니 PLN(석탄)
미얀마(오일)
싱가포르 CWT
싱가포르 Global Logistics Property
일본 Mori Trust
말레이시아
한국, 금호타이어
인니, Go-Jek
일본, 타카타(에어백 등)

금액(억불)
10.3
59.6
13.2
21.0
10.3
90.6
11.9
5.3
6.0
3.4
15.9

연도
2010
2015
2015
2016
2017
2017
2015
2015
2018
20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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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 2010년 최고치 기록,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
- 브라질 석유, 페루 구리, 칠레 철강 등 에너지, 자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최근 농업, 운송 등으로 투자분야 확대
-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84.7%에 달하는 등 남미에 대한 투자는
편중되어 있음
<중국의 2005~2018년 對남미 주요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2006~2010년 對남미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 (백만 달러, %)>

<2014~2018년 對남미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백만 달러, %)>

<중국의 對남미 주요 투자 사례>
분야

에너지

금속
자원

농업

중국기업

투자대상 (국가,기업)

금액(억불)

연도

중국석화(Sinopec)

브라질 Repsol(오일)

71.0

2010

중국화공(Sinochem)

브라질 Statoil(오일)

30.7

2010

중국석유(CNPC)

베네주엘라 PDVSA(오일)

14.6

2016

삼협집단(Three Gorges)

페루 Odbrecht(전기)

13.9

2018

Minmetals
(中国五矿集团)

칠레(철강)

19.1

2010

페루(구리)

25.0

2010

CRCC(中国铁建) 등

에콰도르 Mirador(구리)

20.4

2014

중국여업(Chinalco)

페루(구리)

13.0

2018

중롱신다(中融新大)

페루 Pampa de Pongo(철강)

23.6

2018

CITIC(中信) 등

브라질 Dow

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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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계와 대응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로 인한 안보, 기술위협(선진국)과 과도한 채무부담(일대일로
연선국)에 대한 비판과 대응 필요성이 확산

● IT,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위협론’이 재부상
-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은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경계를 높이며 검열조치를
강화
● 일대일로 투자사업이 개도국에게 채무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채무-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는 비판과 반발이 속출
- 무분별한 인프라 투자로 개도국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우고, 이를 빌미로
사업권을 장악하고 상대국에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
<최근 중국의 해외 우량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사례 (단위 : 억 달러)>
분야
농업
기술

운송

연도

피인수기업(분야)

금액

2014

레노버

미국 Motorola Mobility(통신)

29.1

2017

중국화공

스위스 Syngenta(농화학, 종자)

412

2016

HNA

미국 Ingram Micro(IT)

60.0

2016

Mdea

독일 Kuka(로봇)

51.0

2015

중국화공

이탈리아 Pirelli(타이어)

78.6

아일랜드 Avolon(항공)

51.7

미국 CIT Group(항공기 임대)

103.8

핀란드 Supercell(게임)

86.0

2015
2017

오락

중국기업

2016

HNA
텐센트

* 자료 :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the Global Trade, Investment and Finance Landscape
(OECD, 2018)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통해 중국 등의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

● 외국인투자를 심의하는 CFIUS의 규제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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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IUS(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 재무부가 주도

- 민감 분야(27개 산업의 중요기술 생산, 설계, 개발)의 소수 지분과 군 혹은 정부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대상에 새롭게 포함
* 이전의 CFIUS 규제범위는 국가 안보 위협 분야의 미국기업에 대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로 한정

- 특히, 미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소수지분으로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통해 기술탈취를 의심받는 중국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
* 소수지분 규제로 중국 투자의 40%가 영향을 받아 영국 18%, 독일 18%에 비해 크게 높을
것으로 분석
* 2000~2017년까지 미국내 벤처투자의 21%, 2018년은 41%가 중국 국영펀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 (Rhodium Group, 국내언론 재인용)

● 과거에도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기업 투자를 경계
- CFIUS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중단 또는 불허한 투자가 모두 중국 또는
중국과 관계
* 싱가포르 Broadcom의 퀄컴 인수 불허는 Broadcom과 중국 화웨이 간의 오랜 협력관계 때문

- 2013~2015년간 CFIUS에 의해 조사된 외국인투자 대상국 가운데 중국이
74건(전체 건수의 19.1%)으로 1위를 기록
<CFIUS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중단 혹은 불허한 해외투자>
연도

대통령

1990

부시

2012

오바마

2016

오바마

2017

트럼프

2018

트럼프

내용
중국 CATIC의 MAMCO Manufacturing(항공) 지분 처분 명령
중국 Ralls Corp에게 Oregon wind farm project(풍력발전) 처분 명령
중국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의 독일 반도체기업 Aixtron
(미국 자회사 보유) 인수 불허
중국 투자사인 Caynon Bridge Capital Partner's의 Lettice(반도체) 인수
(13억 달러) 불허
싱가포르 Broadcom의 반도체 기업 퀄컴 인수(1,170억 달러) 불허

* 자료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2019.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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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CFIUS에 의해 조사된 외국인투자국가 및 산업 건수>
순위

국가

제조

금융, 정보, 서비스

광산, 시설, 건설

도소매

합계

1

중국

39

15

13

7

74

2

캐나다

9

9

19

12

49

3

영국

25

15

3

4

47

4

일본

20

12

5

4

41

5

프랑스

8

9

1

3

21

9

싱가포르

3

5

3

1

12

10

홍콩

6

3

0

0

9

13

한국

2

3

2

1

8

172

112

66

37

387

합계

* 자료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2019. 10월)

유럽 각국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열 강화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2017년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새로운 규제조치를 채택
- 규제대상이 대부분 중국이 관심을 갖는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 분야로
중국의 유럽 투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2018년 중국기업의 EU국가에 대한 M&A 사례 조사 중 67%가 민감분야, 58%가 중국제조
2025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Rhodium 보고서)
* 중국의 대EU 투자금액(억 유로) : 37.2억(16년) → 29.1(17년) → 17.3(18년)

<2017년 이후 변화된 유럽 주요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검열 조치>
국가

조치

프랑스

2018년 11월 사이버 안전, AI, 로봇공항, 반도체, 우주 등 재정부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투자 분야 리스트 확대

독일

2017년 7월 주요 인프라와 관련한 외국기업의 인수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위하여
<교역 및 지불 칙령> 수정. 2018년 10월 국방, 주요 인프라, 언론 등 분야의 독일기업
지분 10% 이상을 비유럽기업이 인수하는 거래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수정

이탈리아

2017년 10월 이탈리아 기업의 주요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요건
강화. 데이터 저장/가공, AI, 로봇공학, 반도체, 민군 겸용 기술, 우주/핵 기술 등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업으로 승인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의회 통과

포르투갈

공공질서, 안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EU국의 투자에 대해 법률요건 등의 평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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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방, 도박, 방송, 항공운송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내각의 사전 승인 필요. 전력,
공공질서, 안전, 공공건강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ad hoc basis) 개입 가능

영국

2018년 6월 M&A 거래에 대한 검토 권한 확대. 군사, 겸용 첨단기술(컴퓨팅,
Quantum Tech) 분야에 대한 검토기준을 7,000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인하

오스트리아

국방, 통신, 에너지, 병원, 교통 인프라, 교육 등 분야의 오스트리아 기업에 대한
비EU 등이 25% 이상 또는 지배 경영권 획득 인수시 재정부의 검토 및 승인 필요

* 자료 : Chinese FDI in Europe (Rhodium Group, 2019. 3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비판과 사업 조정 요구 속출
●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 부담 심화로 채무함정(debt-trap) 우려가 현실화
-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 중국 양도, 몰디브,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중국 채무 상환난, 파키스탄의 IMF 구제금융 신청 등
* 일대일로 사업은 일반적으로 중국 국유은행이 개발국에 차관을 제공, 중국기업이 건설 후
사업운영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성 판단능력이 부족한 저개발국이 무리한
투자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봉착
<일대일로로 인한 저개발국의 채무 부담 사례>
* 스리랑카 : 함반토타 항구 개발에 사용된 중국 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2017년 항구 지분(70%)과
항구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 중국 채무는 55억 달러로 스리랑카 전체 대외채무의
10% 이상
* 몰디브 : 일대일로 사업 관련 중국채무는 약 14억 달러로 몰디브 GDP의 25% 수준
* 에티오피아 : 2016년 완공된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전기철도(718km)의 낮은 이용률과 수익성
부족으로 중국채무(40억 달러) 상환난 봉착, 결국 상환기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케냐 : 나이로비-몸바사항 연결 철도(470km) 이용률 저조와 수익성 부족으로 중국채무(32억
달러) 상환난 봉착
* 파키스탄 : 62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등의 사업 진행시 빌린 대규모 채무 부담 과중으로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수령
* 국가별 GDP 대비 중국채무 비중 : 라오스(45.1%), 콩고(28.4%), 캄보디아(24.2%), 토고(14.1%),
모잠비크(13.1%)
* 자료 : 각종 언론, Lowy Institute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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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지역은 집중(유럽과 미국), 분야는 다양화 추세
● 2006~10년 대비 2014~18년의 지역별 투자는 유럽,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감소하면서 유럽, 미국으로의 집중도가 크게 증가
- 전체 투자 중 유럽과 미국 비중 : 29.8%(06~10년) → 57.4%(14~18년)
* 투자지역 비중이 유럽, 미국은 각각 23.0%p, 4.6%p 증가한 반면, 호주, 남미, 아프리카는
각각 8.4%p, 6.2%p, 5.8%p 감소

● 2006~10년 대비 2014~18년의 분야별 투자는 에너지, 자원 중심에서 에너지,
운송, 부동산, 농업, 기술 등으로 다양화
- 전체 투자 중 에너지와 자원 비중 : 71.0%(06~10년) → 28.6%(14~18년)
* 투자분야 비중이 농업, 운송, 기술은 각각 8.0%p 7.1%p, 6.7%p 증가한 반면, 에너지와
자원은 각각 25.2%p, 17.4%p 감소

-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습득, 글로벌 시장 입지 강화 등을 도모
* 농업기업인 신젠타 인수 : 세계1위 농약생산, 세계3위 종자 기업인 신젠타를 통해 GMO
기술/종자기술 습득,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도모

<중국의 해외투자 지역 및 분야 비중 변화(단위 :%)>
지역

2006~
2010년

2014~
2018년

증감

분야

2006~
2010년

2014~
2018년

증감

유럽

16.5

39.5

23.0

에너지

46.1

20.9

-25.2

미국

13.3

17.9

4.6

운송

6.1

13.2

7.1

동아시아

8.8

12.8

-4.0

부동산

5.1

9.7

4.6

남미

14.4

8.2

-6.2

농업

1.2

9.2

8.0

서아시아

10.3

6.9

-3.4

기술

1.0

7.7

6.7

호주

13.8

5.4

-8.4

자원

24.9

7.5

-17.4

아프리카

11.2

5.0

-5.8

금융

13.2

6.4

-6.8

북미

5.0

2.9

-2.1

중동

6.7

1.4

-5.3

* 자료 : 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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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외투자의 지역별 특징>
기술/자산 위주의 선진국, 에너지/자원 중심의 아시아/남미
●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투자는 운송,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브랜드,
우량자산 취득 등의 목적이 다수
- 유럽이 전통적인 우위를 가진 자동차(다임러, 볼보 등), 농업기술(신젠타, 니
데라 등), 금융(HSBC)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

- 미국에 대해서는 우량 자산(부동산), IT 기술(IBM, Ingram 등), 운송(CIT,
Uber, Tesla 등)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동아시아, 남미 등에 대한 투자는 오일 등 에너지와 철강, 구리 등 자원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투자가 다수를 차지
- 동아시아는 에너지(오일, 전기), 자원(철강, 알루미늄) 투자와 최근 역내 선진
기업 투자(싱 Global Logistics, 한국 금호타이어, 일본 타카타)도 활발
- 남미는 에너지(오일, 전기), 자원(철강, 구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편중
주요투자 분야
지역

2005~2018년

2006~2010년

2014~2018년

유럽

농업(16.7), 운송(16.3),
에너지(14.2), 금융(11.2)

에너지(41.3), 운송(23.9),
금융(18.0), 농업(6.1)

농업(20.0), 운송(16.0),
금융(11.6), 오락(10.7)

미국

부동산(16.8), 금융(12.9),
운송(12.4), 기술(12.0)

금융(51.1), 에너지(18.0),
부동산(9.9), 기술(5.4)

부동산(18.2), 운송(16.9),
기술(16.4), 관광(15.9)

동아
시아

에너지(31.3), 부동산(13.4),
운송(11.6), 자원(10.9)

에너지(62.6), 자원(16.4),
부동산(8.6), 운송(6.2)

에너지(29.6), 물류(12.5),
부동산(11.8), 운송(11.6)

남미

에너지(54.2), 자원(30.5),
농업(5.0), 운송(3.2)

에너지(59.5), 자원(35.4),
화학(2.9)

에너지(47.9), 자원(35.0),
농업(5.8), 운송(4.4)

* 자료 : 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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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해외투자는 위축세, 확대 잠재력은 농후
●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투자 여건과 주변국들의 경계 등으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중국의 해외투자가 하락했으며, 올해도 감소세 지속 전망
* 2019년 1~9월 해외투자는 870.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 하락

- 위안화 환율 하락, 기업부채 부담 등으로 2017년 이후 중국정부의 자본 유출과
무분별한 해외투자 억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미․중 분쟁,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환경 악화, 주요 선진국의 차이나
머니 경계, 일대일로에 대한 비난 등도 장애요인
● 하지만, 중국의 주요 정책(중국제조 2025, 공급측 개혁, 일대일로)과 해외 투자와의
긴밀한 연계, 지속적인 자본 유입 등 해외투자 확대 유인 상존
- 중국제조 2025의 핵심부품 국산화율 목표(2020년 40%, 2025년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기업 인수가 가장 효과적이며, 철강/시멘트 등 중국내 과잉생산
자원의 해외활용에 유용한 일대일로는 중국의 중점사업
- 계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 유치로 인한 자본 기반 유지
* 2019. 1~9월 무역흑자는 2,984.3억 달러(전년동기 36.1%↑), 외자유치는 1,007.8억 달러
(2.9%↑),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조 924.3억 달러
* 환율 하락 추세시 여유 자본을 보유한 기업, 개인의 해외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
유인은 증가

- 위안화 환율 상승시 해외투자는 효과적인 환율 조정 수단
* 최근 위안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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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양날의 검’ 차이나 머니
● 차이나 머니는 인프라 투자 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이나 경기침체를 겪는
선진국에게 매혹적인 기회의 자본
-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각종 비난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게
일대일로는 여전히 유용
* 일대일로를 비난했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대부분의 참여국이 사업규모 등에 대한 조정
이후 사업 지속

- 이탈리아는 올해 3월 중국과 일대일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9개 분야에서
25억 유로 규모의 협력사업에 합의
*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프라 부족, 재정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를 통한 압축성장, 정치․경제적 외연 확대, 기업 경쟁력 도약
등 중국의 빠른 추격과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과 기업에게 위협으로 작용
- 중국기업은 다양한 분야의 우량기업 M&A를 통해 단기간에 기술 추격, 시장
입지 확대 등 글로벌 강자로 부상하면서 경쟁기업에 위기감 조성
* 중국화공은 신젠타 인수를 통해 종자/농업 업계에서 독일 바이엘, 미국 다우케미컬-듀폰과
함께 글로벌 3강으로 부상

- 일대일로 참여국에게 제공한 차관을 토대로 각종 사업권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종속
*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중심의 교통망, 거대 경제권 형성 등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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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고 주춤하는 차이나 머니
●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 추격에 대한 위기감, 국가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인프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투자를 불허
- 벨기에 Eandis(가스/전기), 미국의 MoneyGram(금융), 캐나다 Aecon (건설)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좌절
- 중국 게임기업 Kunlun은 CFIUS 명령에 의해 미국 Grindr의 旣 소유 지분을
매각
●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도한 채무부담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일대일로 관련 사업 재조정 또는 중단 선언
*
*
*
*

말레이시아 : 동부해안 철도사업 취소 이후 축소 재개(655억 링깃→440억 링깃)
미얀마 : 차우퓨항만 개발사업 규모 축소(73억 달러 → 13억 달러)
네팔 : 중국기업에 맡겼던 수력발전소 사업 취소 및 직접 건설
몰디브 : 사업비 과다에 의한 국고약탈을 호소하며 일대일로 사업 재고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실패 사례>
시기

중국기업

피인수기업(분야)

비고

2016. 10월

국가전망(State Grid)

벨기에 Eandis
(가스/전력)

9.3억 달러
* 주주(지자체) 반대

2017. 7월

HNA

미국 Global Eagle
(오락/인터넷접속)

* CFIUS에서 불허

2018. 1월

앤트파이낸셜

미국 MoneyGram
(금융)

* CFIUS에서 불허

2018. 2월

* China Mobile과 China

미국 Xcerra
(반도체)

5.8억
* CFIUS에서 불허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
(CCCC)

캐나다 Aecon
(건설)

15억 캐나다달러
* 국가 안보 이유
(중국정부 산하의 국영기업)

Beijing Kunlun

미국 Grindr
(모바일앱)

1.5억 달러
(기 인수 지분 매각)
* Grindr 이용자 정보의
중국 정부 악용 가능성

Sino IC Capital
Development Bank의 공동출자 펀드
2018. 5월

2019. 3월

4.2억 달러
12억 달러

* 자료 : AEI, Kotra 등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도전과 기회의 차이나 머니, 전략적 활용과 대응 필요
● 차이나 머니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로서 기술유출 등의 위험 요인에
주의하면서 기회요인을 발굴
- 중국의 자본은 성장동력 저하, 수출여건 악화, 일자리 부족 등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 중국의 산업발전과 고도화는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막연한 두려움과 회피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
- 해외시장 진출 위주의 우리나라 해외투자 기업의 유턴 보다 차이나 머니의 유치와 활
용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기술유출, 산업안보 위협, 투기자본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투자유치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리한 투자조건의 계약체결과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주변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기업은 경영권/고용 보장, 높은 인수가격 등 좋은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우리기업들도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유도하되 투자
기업 재무상황 검토 등 무분별한 투자는 경계

● 중국과의 생산 밸류체인 강화 등 경제․산업 연계성 강화
- 중국과의 산업 연결고리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중국
기회’ 발굴 및 활용
* 중국의 중속 성장 지속으로 소비시장 확대는 물론, 신규투자,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잉여자금 발생 및 활용, 제3시장 공동진출, 일대일로 사업 파트너 등의
다양한 사업기회 발생

- 한․중간 밸류체인 확대 등 경제․산업의 긴밀한 연계는 양국간의 민감한 정치․
외교적 리스크 최소화에도 기여
*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소비재 수출은 급감한 반면, 중국과의
산업 연관성이 높은 중간재 수출은 중국의 필요에 의해 확대
-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전년비 33.2% 감소, 중간재 수출은 2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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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산업 분야의 공동 R&D 추진 및 사업 개발
- 중국의 10대 전략산업과 우리나라의 육성산업 간의 유사성 등을 활용, 기술
유출 우려가 없는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공동 개발 투자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 한․중 스타트업간 공동 창업 플랫폼 구축 등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양국 정부와 공동으로 한․중 기업간 시범적인 협력 모델 개발 및 시행
● 중국의 해외진출(투자/수출) 기지로서 우리의 장점 활용
- 미․중 분쟁의 장기화, 중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주요국의 각종 장벽과 경계심
등을 감안하면 중국내 제조시설 등의 해외 이전 등 중국과 연계된 생산체계
변화 가능
- FTA 허브로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해외진출 기지로 활용하도록 홍보
● 차이나 머니의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
- 중국정부와 기업의 해외투자 흐름을 통해 중국 경제․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추론하고 대응
* 중국의 대형 해외투자는 여전히 중국정부의 전략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국유기업이
주도
-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중국의 중점사업과 연계된 해외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해 핵심기술, 컨텐츠, 노하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도 고도화 될 전망

- 해외 우량기업 M&A를 통해 단기간에 글로벌 강자로 발돋움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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