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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안정적 무역 및 통상협력에
중국기업의 적극 기여 요청”
-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간담회 개최(11.15)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5.(월) 주한중국상의(CCCK ) 및 중국계 외투기
*

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Chinese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개요) ‘01년 설립 / 160여개 회원사 / 한중 경제교류 증진
< 산업통상자원부 – 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1.11.15(월) 16:30~17:30, 대한상의 회의실(EC룸)
ㅇ 참석대상 :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국장 등
(상의 및 기업) 주한중국상의, 중국계 외투기업, 대한상의 등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ㅇ 주요내용 : 외투정책 및 지원방안 등 공유, 중국계 외투기업 및 주한중국상의 의견수렴

□ 이번 중국상의, 중국계 기업과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만의
간담회로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속적인 대한 對韓 투자로 국내
(

)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중국계 외투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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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투자와 교역 모두에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 對韓 투자 규모는 평균 최근 년
억불 수준
(

)

(

10

)

13.6

으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이어 여섯 번 째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 (미국) 45.3, (일본) 20.2, (싱가포르) 15.8, (몰타) 15.5, (홍콩) 14.2, (중국) 13.6

ㅇ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협력국가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경제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계 외투기업
또한 주요 투자 협력처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더불어, 세계적으로 분업화된 생산구조 하에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최근 요소수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양국의 안정적이고 신
뢰성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들도
요소수 등 주요 원부자재의 원활한 교역과 협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뤄젠룽 주한중국상의 회장은 정부의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주현수 사무관, 정종윤사무관, 김헌석 주무관
(☎ 044-203-4071/4072/4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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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산업통상자원부-주한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ㅇ 한ㆍ중

ㆍ

양국간 경제 투자협력 증진을 위해 주한 중국상의(CCCK)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
* 중국계 외투기업 : 기업 수(2,463개) 기준 2위, 투자잔액(71억불) 기준 4위

ㅇ 미국ㆍEUㆍ일본ㆍ중국 등 주요국 상의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주한
외국상의와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 간담회 개요

ㅇ
ㅇ

(일시/장소) ‘21. 11. 15(월), 16:30~17:30 / 대한상의 EC룸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중국상의 회장, 외투기업 대표 등 15명 내외

- (산업부) 본부장, 투자정책국장, 투자정책과장, 건의사항 소관과장 등
- (외투업계) 뤄젠룽 중국상의 회장, 중국계 외투기업 대표 등
- (유관기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성진 옴부즈만

ㅇ

(논의내용)

·

·

외투 통상정책 등에 대한 자유토론 및 건의 답변

□ 진행 순서
* 한-중 순차 통역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6:32

’02

기념사진 촬영

16:32∼16:37

’05

모두말씀

본부장

16:37∼16:42

’05

답례인사

중국상의 회장

16:42∼17:25

’43

외투업계 제안 등 의견수렴

17:25∼17:30

’05

맺음말씀

- 3 -

참석자 전원

참석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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