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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요인이 기업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중국진출 진출 기업 48개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해외진출요인으로 기업

의 현지화전략, 기업특유우위, 경쟁전략을 경제적 성과는 매출액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동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성과요인과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는 향후 기업들의 중국진출 계획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수요와 공

급의 경쟁시장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율 10.2%라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2009년 1인당

GDP는 3,678달러로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와 잠재력

은 매우 높아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으로 변화하고 있다.[1]

이러한 중국시장은 협소한 한국내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장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1992년 한․중 국교수립 이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매년 대폭 증가하여 2010년 3월말 현재까지

총 투자건수는 20,202건 총 투자금액은 290.7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

그러나 중국시장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각축장이

되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 중국

지니스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진출 전략이 절실히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중국진출요인과 경제적

성과를 검증하여 중국투자전략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해외진출요인 선행연구

중국진출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진출요인

은 외부환경요인과 내부역량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외부환경 요인은 경쟁강도, 정부 간섭, 문화적

거리, 시장기회, 산업 성장성 등이 있으며 내부역량

요인으로는 기업규모, 업종, 입지, 경영전략, 현지화

전략, 현지국 경험, 경쟁우위수준, 마케팅 능력, 생산

효율지향성, 내수시장지향성 등이 있다.[3]

성용모, 고경일(2009)은 현지화수준, 현지노사관계, 중

국정부지원, 업종, 모기업브랜드인지도, 입지지역이 중

국진출 중소제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

다.[4] 성용모(2007)는 한국, 일본,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여 성과에 유의한 요인을 밝혀내었다.[5]

한정화, 윤동진(2006)은 중국시장의 경험과 지식,

R&D능력, 마케팅능력, 중국어구사 능력, 종업원 관

리능력, 네트워킹 능력, 현지화 능력으로 인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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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모

기

업

특

성

성용모

고경일

(2009)

◎ ◎ ◎ ◎ ◎ ◎

박영렬

이정열

이경훈

(2007)

◎ ◎ ◎ ◎ ◎ ◎ ◎ ◎ ◎

한정화

윤동진

(2006)

◎ ◎ ◎ ◎ ◎ ◎

안종석

백권호

(2006)

◎

강태구

김태석

(2005)

◎

Douglas

& Craig

(2002)

◎

Baum,

Locke &

Smith

(2001)

◎

Gate &

Egelhoff

(1986)

◎

Cavusgil

&

Shaoming

(1994)

◎

본 연구 ◎ ◎ ◎

[표 1] 선행연구의 해외진출요인 대용변수 비교

매출액
당기

순이익

생산비용

절감
수익성

목표달성

정도

주관적

만족도

성용모

고경일

(2009)

◎ ◎

박영렬

이정열

이경훈

(2007)

◎ ◎ ◎ ◎ ◎ ◎

성용모

고경일

(2009)

◎ ◎

한정화

윤동진

(2006)

◎

안종석

백권호

(2006)

◎ ◎

강태구

김태석

(2005)

◎

Douglas &

Craig

(2002)

◎ ◎ ◎

Baum,

Locke &

Smith

(2001)

◎ ◎ ◎

Gate &

Egelhoff

(1986)

◎

Cavusgil

&

Shaoming

(1994)

◎ ◎ ◎

본 연구 ◎

[표 2] 선행연구의 경제적성과 대용변수 비교

성과 차이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6]

안종석, 백권호(2006)는 전략적 및 관리적 차원의

현지화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

출 및 내수위주 회사의 관계 차이를 밝혀내었다.[7]

강태구, 김태석(2005)은 경쟁우위와 생산지향성을

요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8]

Gate & Egelhoff(1986)는 기업의 주요 부가가치활

동인 원자재획득, 판매, 인사 등의 분야에 대해 현지

법인이 갖고 있는 경영자율권 정도를 현지화로 정의

하고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밝혀내었다.[9]

Douglas & Craig(2002)은 현지화 요인을 현지사

회와의 융화정도, 현지판매유통망 구축, 인력자원 현

지화 정도, 분권화 등으로 선정하여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10]

Cavusgil(1994)은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경쟁우위

가 존재해야만 해외진출이 가능해지고 투자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11]

Baum, Locke & Smith(2001)는 가격경쟁력을 통한 경쟁

전략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현지화전략, 기업특유우위, 경쟁전

략을 해외진출요인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2.2. 기업성과 선행연구

기존 국내연구는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

업의 성과 측정시 정성적 성과 측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경제적성과를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차별성을 제고코자 한다.

3. 실증적 고찰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국진출기업의 해외진출요인이 기업

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의 유무 및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하기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관련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

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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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Cronbach's alpha

독립변수

현지화 전략 0.731

기업특유우위 0.759

경쟁전략 0.827

[표 6] 신뢰성검증결과

고유값
(eigenvalue)

설명력
(%누적)

현지화 전략 2.019 25.038

기업특유우위 2.239 49.911

경쟁전략 2.253 72.339

[표 7] 요인분석결과

1 2 3 4

통제
변수

기업규모 1 -.017 .327* .138

독립
변수

현지화 전략 -.017 1 .000 .000

기업특유우위 .327* .000 1 .000

경쟁전략 .138 .000 .000 1

[표 8]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상관관계분석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현지화전략은중국진출기업의경제적성과에유의적인 (+)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특유우위는 중국진출기업의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쟁전략은중국진출기업의경제적성과에유의적인 (+)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표 3] 연구가설

3.2. 연구표본

본 연구는 중국의 북경, 천진, 산동성, 강소성 등

에 진출한 한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년 2월 22월

~3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기업설

문결과 48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3.3.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대용변

수는 [표 4]와 같다.

변수명 조작적 정의
평가

지표

독립

변수

현지화

전략

-현지 법인에 대한 권한이양 정도

-현지인 중/고급 관리직 비중 정도

-현지 지역 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정도

5점

척도

기업

특유

우위

-경쟁사 대비 A/S 및마케팅활동투자정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 디자인 경

-쟁사 대비 보유 정도R&D 역량 정도

경쟁

전략

-가격 경쟁력 정도

-한국 주재원의 현지시장 적응력 정도

-종업원 교육 실시 정도

통제

변수

기업

규모
‘-09년 총 종업원 수의 LN값

비율

척도

종속

변수

경제적

성과
‘-09년 매출액의 LN값

비율

척도

[표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평가지표

3.4. 분석방법 및 자료의 기초통계량

3.4.1 자료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기초통계량은 원자료의 측정치이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독립변수

현지화 전략 3.43 0.798 0.233

기업특유우위 3.43 0.746 0.218

경쟁전략 3.38 0.714 0.211

통제변수 기업규모 258.29 247.084 0.95

종속변수 경제적성과 23,923.51 54,177.811 2.26

[표 5] 기초통계량

3.4.2 자료의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각 독립변수

구성 항목에 대한 크롬바알파(Cronbach's alpha)값

을 구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도 계수는 0.7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4.3 요인분석

정성적으로 조사된 독립변수들의 각 항목들에 대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항목들이 공통성을 지니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의 항목들을 대상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 값(eigenvalue)

1.0을 이용하여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3.4.4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피어

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관계수들이 모두 0.4이하로 나타나 변

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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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베타 t값 p-value VIF

통제

변수

기업
규모

1.444 16.312 .000*** 1.054

독립

변수

현지화

전략
1.624 3.124 .005*** 1.195

기업특

유우위
-.446 -1.033 .312 1.095

경쟁

전략
.242 .538 .595 1.167

R²= 0.928 Adj R²=0.916 F=77.439**

* p< .10, ** p< .05, *** p< .01

[표 10] 경제적성과 회귀분석결과(통제변수, 독립변수)

모형 베타 t값 p-value VIF

통제

변수

기업
규모

1.484 14.671 .000 1.000

R²= 0.889 Adj R²=0.884 F=215.226***

* p< .10, ** p< .05, *** p< .01

[표 9] 경제적성과 회귀분석결과(통제변수)

독립변수 가설 종속변수 채택여부

현지화전략 1 경제적성과 채택

기업특유우위 2 경제적성과 기각

경쟁전략 3 경제적성과 기각

[표 11] 가설검증결과

3.4.5 가설 검증

회귀분석결과 해외진출요인 중 현지화전략만이

경제적성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만의 기술적성과 회귀분석 결과 Adj R²값은

0.884이며, 독립변수를 포함한 본 연구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Adj R²값은 0.916로 0.032의 차이가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가설

이 1만이 p< .01 수준에서 채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현지화전략이 중국진출기업의 경성성과

제고를 위한 중요 해외진출요인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시 투자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서는 현지문화와 현지종업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며 권양이양을 통하여 현지에 적합하고 신속한 대체

가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현지인력 고용, 생산면에서 현지기업과의

협조 내지 융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보공유나

문화교류 또한 현지화 전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물자, 정보, 기술 등의 경영자

원 현지 투자 이외에 현지사회가 중국진출기업에 대

하여 요구하는 고용문제, 현지사회와의 교류와 조화,

환경자원 보존, 사회/문화적 공헌 등을 통한 현지사

회와의 공존공영 실현 또한 앞으로 중국 진출기업들

이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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