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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제1 권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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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화된 글로벌 금
융위기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낮은 중국은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심
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책당국도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여 2008년 말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2009년의 정책목표였던
8%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거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미국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두 자릿수 실업률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
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의 석유자원과 천
연자원 확보에 힘 쏟고 있고, 자동차산업 등에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선진 기술력을 흡수하고 브랜드 파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과연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았
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현시점에서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금
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중국을 유일한 승자로 보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중국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종전과 다른 성장동력을 추구하

면서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소위 중국은 세계의 공장, 미국은 세
계의 소비시장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의 소비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중국 자체의 내
수시장을 진작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내부에서 모색하는, 경제성장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중국정부
의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무려 40%가 넘게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을 제치고 연간 1,300만대 규모의 세계 최대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시장
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에 접근하고 분석할 필요
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2009년 3/4분기까지 중국시
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두 나라뿐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자원수출국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4조 위안 규모에
이르는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이제까지의 노력은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중국시장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시장이 결코 아닙니다.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연구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ㆍ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
별로 중국 부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들을 거
의 총동원하였고, 본원에서는 중국팀의 이장규, 이승신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습니
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중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중국팀의 박월라 연
구위원, 동덕여대의 서봉교 교수, 무역연구원의 정환우 박사 및 익명의 평가자들에
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향후 정부의 유
관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는 중국 부
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였지만 사실상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는 없었습
니다. 따라서 이번에 누락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
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추가연구
가 진행되어 향후 본 보고서의 연구성과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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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정치ㆍ
외교분야의 국가전략을 분석하였으며 제2권, 제3권은 경제분야의 국가전략을 분석
하였다.
제3권은 모두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4장은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
한 분석이다. 최근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성장잠재력을 늦추는 단순한 균형전략
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성장거점 전략에 가깝다. 그 대표
적인 전략이 도시군 즉 광역대도시권 전략이다. 광역대도시권 형성으로 많은 지역
에서 성ㆍ시 행정경계를 넘어 자원ㆍ요소의 이동성이 제고되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도시화 수준이 높고 권역내 도시간 연계가 잘 이뤄진 연해
지역의 광역도시권은 집적이익의 효과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광
역대도시권 전략의 주체가 되는 중심도시들은 글로벌 시대의 거점으로 자신들의
집적이익을 위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경제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그동안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에 비해 대외개방도가 낮았던 환발해 지역에서는
경진기(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산동반도, 요녕 중남부 대도시권 3개 광역도
시권이 있다. 이들은 15개 전후의 광역도시권 중 3, 4, 5위를 점하며, 발전 전망이
밝은 편이다. 근년 들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텐진 빈해신구로 인해, 베이징ㆍ텐진
두 개의 직할시가 중심이 되는 경진기 대도시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발해만지역과 가장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입장
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공유 해역, 환경문제 등 협력이나 공동

으로 대처할 문제나 무역거래, 수송 등에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
이익의 공유 등 협력 가능성이 있는 현안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한편 지역전략과 도시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국의 광역도시권
발전전략 도입은 우리의 정책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개별 도시계획에만 의
존하지 않는 국가 도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초광역개발권 전략 수립
에 있어 서해안 초광역벨트 차원에서 중국의 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장기전략을 수
립하고 있으나, 단순 벨트보다는 도시클러스터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
춰야 할 것을 시사한다.
제15장은 중국의 환경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
경악화 추세는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환경보
호를 위한 총체적인 거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점차 엄격한 환경규
제를 통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라는 녹색성장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변화에는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과 기술 지
원을 이끌어내면서 오염 수출국이라는 자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다. 특히 ‘책임있는 강대국’을 기치로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에 주
도적 역할을 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환경
압력에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은 우리에게 유력한 환경협력의 대상이며, 환경시장의 측면에서 일종의 블
루오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녹색성
장 수요에 입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에너지 등 자원의 효율화와 같은 경
제적 수요와 연계된 협력, 환경기술 및 설비와 환경관리제도의 통합을 위한 협력
등을 통해 쌍방간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한ㆍ중 양국은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협의 채널로서 ‘한
중 기후변화정책포럼(대화)’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정
보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녹색조림 등 분야의 CDM 사업의 공동개발
과 한ㆍ중 또는 동북아 탄소시장의 공동정보망 구축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지자
체간에도 그린시티 등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6장에서는 중국의 교통물류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WTO 가입 이래 중국의
교통물류산업과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
장으로서 중국의 물동량 급증 외에도 교통물류 현대화를 향한 중국정부의 정책적ㆍ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 교통물류 현대화전략의 핵심은 동남ㆍ동북연해지역 항만도시들을 중심으
로 교통물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확충과 대규모 배후단지의 개발을 병행
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유기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은 동북아 물류산업과 시장 발전에 촉진제 역
할을 함과 동시에 경쟁과열로 인한 제로섬게임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맹목적인 역내 경쟁보다는 유럽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교통물류네트워
크의 구축을 통한 통합적 운송체계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이익 공유와 같은 글
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생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양국의 교통물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통합 교통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검토와 지속적인 개발
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환발해만지역ㆍ장강삼각주와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을 연

결하는 물류거점간 협력 네트워크 및 시장개방의 확대는 양국간 교통물류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환황해권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주요 경제성장권역에서 파생되는 한국ㆍ외국기업의 신규 물동량
을 우리의 서남해안 물류거점으로 유인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인프라 차원에서는 한ㆍ중 양국간의 협력적 교통물류체계를 더욱 효
율화,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효율성에 덧붙여 최근 국제물류의 발전추세에
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분야는 이
미 부분적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며, 양국 물류거
점간 복합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제17장은 중국의 동북아 통상전략과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역내 경제위상도 바뀌고 있다. 한국, 일본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갈수
록 상승하는데,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점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강하고 있다. 이
러한 가운데, 중국은 일차적으로 화교경제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ASEAN을
중심으로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만 정부도 중국자본
의 대만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자본이 만약 하이테크
에 집중될 경우, 한국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전략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주의 형
성에 대응해 보다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향후 한ㆍ중 FTA를 포
함한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이러한 개방형 지역주의의 큰 틀 내에
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존도의 과도한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
해 차별적 경쟁우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내에서 한국이 특유의

강점을 보이고 있거나 앞으로 강점이 될 만한 것들, 즉 골디락스 포지셔닝이 유망
한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18장은 일본경제의 대외전략 구상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기존
의 자민당 정부와 새롭게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비교해
서 분석하였다. 하토야마 신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는 대신 중국의
성장으로 세계질서의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올 것으로 평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슬로건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그 내
용면에서 모호하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
요가 있다.
향후 동아시아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우선 FTA와 관련, 포괄적 성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혹은 일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포괄적 성격의 FTA를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무엇보다도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균형성장, 사회적 공공성 및 산업정책을 유지하는 정책의 자
율성이 보장되는 동아시아 협력모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19장은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이다. 역내 인적 교류
의 급증과 다문화사회 진입이라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주목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상당한 정도 진전되었다. 따라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및 중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고급인력의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청년실업자 및 중장년 실업자가 양산되는 어려운 상황하
에서 ‘잡쉐어링’ 등의 방식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 국제적 인력교류의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新)이민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내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부족한 고급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노력을 의미한다. 또한 자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역내 국가와 비교할 경우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 일본은 최근에
는 과거와 달리 고급인력 유치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한국 및 일본보다 해외화교
등 유학생 유치와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해 전문가 유치에 유리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전문직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내에 사장되는 유휴 노동력을 적극 해외로 송출
하는 정책은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적극성을 갖고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제20장은 한ㆍ중 간 고등교육의 각종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고등교육의
차이점과 성과를 비교하여 교육정책 결정자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중국의 대학은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나 2000년
대 중반부터 경쟁력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선별적 지원을 통한 소수
의 초일류 대학의 육성방안과 균등한 발전방안 중에서 선택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지속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 선
별적 지원정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관료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학개혁 방안의 한계를
인식하여 개별 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
도록 지원해야 한다.

양국간 유학생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양국간 유학생의 실태파악과 효율적
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공부한 인력들이 기업 및 산업에서 유용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중국
인 유학생들도 지방대학의 정원을 채워주거나 예비 산업연수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야 하며, 점차 수준 높은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학생 유치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지한파를 육
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21장은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이다. 11ㆍ5 계획기
간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은 선진국들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부가가치 제
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이것은 또한 자원부족ㆍ환경오염 대책,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
로 인해 이러한 제한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들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 중국도 자국 산업 보호와 보복 수
단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분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FTA전략은 크게 외교ㆍ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에너지ㆍ자원 확보, 시장 확대를 위한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이 무역불균형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임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간 산업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
호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
성을 중요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비스업 발전 공간이 큰 편이다. 이에 최근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 기대 및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활용도 중요하다.
중국과의 통상정책을 보면 미국ㆍEU의 접근방식과 캐나다ㆍ호주ㆍ스위스의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대중국 통상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
하고, FTA를 추진하기 위한 한ㆍ중 FTA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이나 중국 투자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점검
하는 등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 및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22장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정책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상당한 굴절을 겪고 있고 이에 따
라 중국의 투자환경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적인
확대, 국내저축 지속적 증가에 따른 투자재원 충분 등의 요인에 의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정책기조를 ‘量的’ 투자유치에서 ‘質的’ 투자유치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 전환’(산업승급) 즉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
과 맞물려 있다. 투자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공장부지 부족, 지속적인 임금상승
및 기능공ㆍ농민공 부족으로 대표되는 투자환경 변화와 중국의 제도 미비 등으로
무단 철수마저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2만개에 이르는 우리의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내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진출기업의 구조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사업 출구전략, 추가자본 투입, 합작파트너 재선정, 합작에서 단독투자
로 변경, 또는 M&A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중국 정책당
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구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노동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환경오염 문제는 진출기업에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
는 사항이다. 또한 종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정부
의 정책변경이 여전히 자의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

성도 재차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양국간 투자측면에서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ㆍ유통 등 서비스업, 에너지 절약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모니
터링 사업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ㆍ중 FTA 논의에서 투자부문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향후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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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두드러진 측면은 특정 성장거점
지역으로서 연해지역의 부상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변화 방향을 읽는 데는 연해
지역(성장 거점)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여 왔다. 향후 연해지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한 기타지역에서 새로운 거점이 부상할 것인지, 기타지역
은 낙후된 상태로 격차가 계속 커질 것인지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를 파악하
기 위하여 중국의 지역발전 및 국토전략, 그리고 그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중국 연해지역의 부상이 대외 개방정책의 영향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연해지역이 거점으로 선택된 것은 국가차원의 지역(공간)정책 또는 전략에 의
한 결과라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지역발전(개발)의 주체는 해당 지역이기도 하지
만, 자급자족적 지역개발, 농촌개발 이외에는 국가의 영역(territory)에 대한 관리
정책, 즉 국토계획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고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주는 국토전략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주된
내용의 범위가 되는 지역발전 전략은 국가차원의 구역구분 및 그 발전계획을 포함
하지만, 이외에도 지역이 수립하는 계획 중 지역을 넘어 국토발전에 관계되는 계획
이 포함된다(예로 종합경제권, 광역대도시권 계획 등).
지역 및 국토 계획은 공간계획이다. 공간은 점(點), 축(軸) 또는 선(線), 면(面)
차원1)으로 표시된다. 중국은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따라서 중국의 국토계획에서 중요한 측면은 공간
개발의 확대이며, 이는 유의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면(경제권)의 형성 및 확대를

1) 물론 제3차원으로 입체가 있지만 이는 비교적 적은 도시구역내 밀도로 표시될 수 있고, 여기서는
주로 국토 측면에서 논하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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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 면(面)의 형성과 확대를 위해 주로 점(중심도시), 축(강 유역, 교통축
등)을 활용한다. 계획이 목표하는 면(面)이 전국이면, 국토개발이라 할 수 있다. 과
거 중국의 국가차원의 지역개발전략은 주로 전국을 몇 개 지구(地區) 혹은 지대(地
帶)로 구분하여 지구 내 중심도시를 육성하거나 지구 간 균형을 도모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지구구분(구획)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국토전략상에 주로 논의되어 왔던 구획개념은 중국의 자연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1급 구획(거시구역/지구)과 그 이하의 단위에서 행정구를 넘어 경제일체화
를 도모하려는 경제권(혹은 종합경제구), 즉 2급 구획이다. 종전에 거시구역 이하의
단위에 7개 경제권, 8대 경제권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거시
구역 이하 구역구분에서 광역대도시권2)이 오히려 경제권 논의를 대체하고 있다.
2절에서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및 최근 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3절에서는
광역대도시권 현황 및 발전 전망 그리고 한ㆍ중 간의 비교에 대해 살펴본 다음, 4
절에서는 한ㆍ중 지역간 연계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 결론에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2) 중국에서는 주로 광역대도시권(城市群), 도시밀집지구라 하여 영어로는 urban cluster를 주로 사용
한다. 본고에서는 그 의미를 포함하면서 영역면적이 1만~9만㎢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광역대도
시권이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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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과 최근의 방향 및 전망
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1) 개혁ᆞ개방 이후 지역경제 발전의 공간적 패턴
개혁ㆍ개방 이후 거점성장논리에 따른 연해 중심의 지역개발전략에 따라 중국
의 지역경제발전은 연해지역 경제특구 및 개방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점(點)-축(軸)면(面)-망(網)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내륙거점도시로 연계,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
연결축인 철도, 고속도로와 내륙수운 통로인 주요 하천을 따라 개발축이 형성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각 지구별 주요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군(城市群)
이 형성되거나 발전하면서 도시군 내의 도시 간 네트워크(網)가 형성되고 있다.
첫째, 점(点)은 단핵거점도시의 발전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는 개혁ㆍ개방 초
기인 1980년대에 지정된 5개 경제특구와 14개 연해개방도시이다.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새로운 기능 및 시설의 출현과 일부 기
능의 쇠퇴, 기술변화에 따른 특정 기능의 집적성 변화, 토지이용 변화와 공간구조
형성, 그리고 정부행위와 공간구조 변화 및 형성 등이다. 개혁ㆍ개방 초기에 선전
을 대표로 하는 경제특구와 14개 연해개방도시를 신성장 거점도시로 형성ㆍ발전
시킨 가장 중요한 동력은 민간의 경제활동의욕과 적극성을 억제해온 계획경제적
규제를 개혁하고 외자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중국대륙 동남부 연해지역 주강삼각주지역 일대에 경제특구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실험은, 연해지역이 주요 항구도
시로 북상하면서 경제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켰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상하이 푸둥(浦東)지구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베이징과 톈진 빈하이신
구(滨海新区)를 중심으로 하는 환발해만지구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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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線) 또는 축(軸)은 거점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축을 따라 형성되는 선
형지대(線形地帶)를 가리킨다. 도시는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도시 내부의 각
기능들도 경제, 사회, 생태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공간적 분업
과 거래행위 등으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거래량이 많은 도시 간에 교통간선을 중심
으로 축이 형성된다. 대표적인 축은 선전-광저우-홍콩축, 상하이-난징-항저우축, 베
이징-톈진축이 있고, 보다 광역적으로는 5대 국토축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남북방
향의 연해축, 베이징-광저우 철도축, 베이징-상하이 철도축이 있고, 동서방향의 장
강축과 렌윈강-란저우(連雲港-蘭州) 철도축3)이 있다.
셋째, 면(面)은 단일 도시의 시가화구역 확대와 대도시권화, 그리고 도시 간 연
담화 현상을 가리킨다. 장강삼각주지역의 상하이와 장쑤성 남부와 저장성 북부 도
시들, 그리고 주강삼각주지역의 홍콩-선전-광저우-포산(佛山)-동관(东筦) 등 광둥성
남동부 도시들간, 그리고 베이징-랑팡(廊坊)-톈진의 연담화 추세이다.
넷째, 망(網)은 도시간 연담화가 심화되면서 각 도시 간 다양한 기능들이 네트
워크 망상(網狀)으로 상호 연계되고,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광역발전축이 형
성되는 단계이다. 도시들 간에 연계가 매우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장강삼각주지역
이 이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국 내 경제성장의 거점역할과 함께 국제 대도시간 연
계 발전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강삼각주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구에
서도 도시군이 형성ㆍ발전하고 있다.
2) 지역발전 전략의 변천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대략에 대해서는 흔히 추론할 수 있듯이 개혁 이전에는
균형발전에서 개혁ㆍ개방 이후는 불균형발전으로, 최근에 서서히 균형발전으로 선
회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개혁 이후 균형발전으로 선회 시점에 대해
3) 대륙교(大陸橋: Land Bridge) 또는 중국횡단철도(TCR)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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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차 5개년 규획(2006~2010)4)이나 적어도 서부대개발 시점인 2000년 전후
라는 인식이 있는 데 반해, 중국 교과서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라고 서술되어 있
다(이하 韓淵豊 2008, pp. 433-435).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내륙지역의 건설을 중시하여 국가차원의 지역발전 지
도사상은 균형발전이었지만, 실질적인 지역발전은 국방수요에 종속되어 이루어 졌
다. 1950년대 미ㆍ소 양국의 세계적 냉전 속에서 중점공업 156개 프로젝트 중
77%를 3북(동북, 화북, 서북)에 배치하였고, 1960년대 초 중ㆍ소 관계 악화에 따
른 3선 건설의 영향으로 공업시설의 내륙 배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내륙
건설이 효율성을 해쳤지만 나름의 균형은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개혁ㆍ개방 이후 1980년대를 통한 중국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는 연해중
시전략이다. 1979~1983년에는 홍콩과 타이완과 인접한 광둥성과 푸젠성(福建省)
에 특수정책을 시행한다고 선포하고, 광둥성 선전과 주하이(珠海)에 시험적으로 경
제특구를 설치 및 운영하였고, 1984~1988년에는 광둥성 산터우(汕头)와 푸젠성
샤먼(厦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연해지역 북단의 다롄(大連)에서 남단의 베이
하이(北海)에 이르는 14개 연해항구도시(大连 秦皇岛 天津, 青岛 烟台, 连云港, 南
通, 上海, 宁波, 温州, 福州, 广州, 湛江, 北海)를 개방하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를 설립하였고, 3개의 삼각주 지대에 대한 보다 진전된 개방이 시행되었다. 1980
년대에는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개방구가 지정 설치되어, 개혁ㆍ개방과 경
제성장을 선도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지역이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4) 이전 시기의 계획과 달리 명칭을 ‘규획’으로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계획은 작업이나 행동에 앞
서 세우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이면서 지표적인 내용과 절차인 반면 규획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발
전계획을 뜻한다. 계획경제하에서의 계획의 통제성과 달리 규획은 시장경제하에서의 자율성을 중시
하는 차이를 갖고 있다. 규획은 정부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거시적인 조절 기능을 맡
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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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역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이에 대해 韓淵豊은 실천상으로는 대외개방정책에 종속된 것이며, 국가적 경제
추월이라는 지도사상에 종속적이었던 정책이라고 보고, 1980년대 지역발전은 ①
지역 간 발전수준 격차 확대 ② 중복투자 심화 ③ 시장분할과 지역봉쇄 출현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1990년대 들어서 대외개방과 지역협조발전을 동시에 중시하는
지역협조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1992년 덩샤오핑
의 남순강화 이후 개방지역이 東(연해)에서 西로, 즉 13개 변경도시, 4개 국경인접
의 성도(省都), 11개 내륙성의 성도, 5개 장강유역 연안도시가 추가적으로 개방되
었다. 또 동년에는 빈촌농촌(縣) 표준을 확정하고, 1994년부터 2000년 동안 농촌
의 8,000만 빈곤인구의 기본문제를 해결하였다. 1996년 9ㆍ5계획기부터 구역경제
협조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중서부지역 우세자원 개발, 기초설비공정과
대형공업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지역발전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90년대 중반까지의 사실에 대한 위의 지
적은 잘못된 서술이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 푸둥의 특구 지정과 이후 장강삼각의
눈부신 부상, 그리고 2000년대 환발해 수도권 계획5)의 승인은 성장거점전략의 지속이
다. 이를 간과하고 전략기조가 단순히 균형전략으로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
3) 국가차원의 거시적 지역발전 계획
80년대 지역발전이 야기한 지역격차 확대, 중복투자의 심화, 시장분할과 시장봉

5) 199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동부연해지역 내에서도 남부의 주강삼각주지역 및 장강삼각주지역
과 환발해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게 제기되어 환발해지역내 수도권 차원의 발전계획
에 대한 정책에 제출되었다. 1999년에는 베이징 중관촌 과기원구(中關村科技園區)1)가 출범하였고,
2006년에는 국무원이 톈진시 ‘빈하이신구’를 종합개혁시험구로 비준하고, 2008년 3월에는 빈하이
신구 ‘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을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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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의 출현 등 세 가지 문제의 모든 원인이 연해위주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격
차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개혁 이후 약화된 중앙정부 기능 및 역할로 인
해 지방정부의 분권적 지역개발이 낳은 폐단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차원의 거시적 영역관리, 즉 국토전략이 재강화6)되는 기조라는 것도 간
과되어서는 안 된다.
1996년 9차 계획기의 7대 경제구(구역경제협조발전)계획은 지역발전 전략을 국
가차원의 영역관리 전략, 즉 국토전략으로 재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된
다. 개혁 이후 시장경제화에 따라 성급 행정구역을 넘어선 경제권7)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진 결과이다. 시장요소 도입에 따라 성급행정단위가 자원ㆍ요소 간 이동성
에 제약을 주고, 경제협력과 일체화된 시장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 행정구를 넘어
선 경제협력구 및 경제권 논의의 시발점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과 요소 이동이 점
차로 중요해지면서 국가의 직접적인 배분기능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 요소
이동을 촉진시키고, 일체화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국가도로 등의 인프라 공
급 등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국가의 기능도 시장이 원초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는 이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기능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략 기조 전반이 균형기조인 것처럼 인식되는 가장 큰 부분은 11차 5
개년 규획(이하 규획으로 약칭)에 발표된 ‘서부대개발, 동북진흥(振兴东北老工業基
6) 중국은 사회주의시기부터 국가가 계획적으로 국토영역을 지역으로 구분(區劃)하고 이를 관리하려고
하였다. 개혁 이전시기에는 고정된 공간(장소)에 자원과 요소를 직접적으로 배분ᆞ이전함으로써 직
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기마다 경제발전과 사회(군사적 분야 포함)발전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구역을 구획하고 자원을 배분하였다. 따라서 구역구분은 중요한 발전노선을 특징지우는
중요 요소이었다.
7) 성급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구분은 중국을 자연지리적으로 통상 3대 구분하는 거시구획(1급 구
획)과 그 하위 2급 구획인 경제구(권)로 대별된다. 경제권 논의는 중국 건국초기에는 행정단위인 6
대 행정구(동북, 화북, 화동, 중남, 서남, 서북)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1958년에는 6대 행정구에서
중남을 화중과 화남으로 분리하여 7대 경제협력구로 구분하였다가 1961년에는 다시 종전의 6대
경제구로 회복하였으나, 개혁 이전시기 동안에 2급구획은 사실상 행정구역 논의이지 경제구(권) 차
원의 실제 중요한 단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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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중부굴기(中部崛起), 연해우선’이라는 4대 거시지역(1급 구획) 균형전략에 의
한 것이다. 거시구획은 그동안 4차의 변동8)을 거치면서 2분법, 3분법을 반복하다
가 과거 경제권 차원에서 논의되던 동북이 추가되면서 4분법으로 귀결하였다. 중
국의 지역개발 전략을 논하는 계획의 가장 먼저 4개 지역간 균형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발전 전략기조가 균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해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 각각의 전략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연해 거점개발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연해와 내륙간, 도
농간 경제발전 격차와 계층간 소득 격차문제가 돌출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중시한
중공 중앙이 1995년에 거시 지역전략 및 정책의 중점을 내지(內地) 및 서부지구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97년에는 ‘서부대개발’이 중앙의 의사일정에 오르고,
1999년 9월, 중국공산당 15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방침이 확정
되었다.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공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동북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인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이 제출되었고, 2003년 9월 국가발전계획위원
회에서 정책을 제정하였다. 또 2004년에는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시에 ‘중부굴기’ 의견을 제출하고, 동년 1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부굴기’
지원을 위한 5개 방면의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후 지역정책 관련부문들은 지역간 협조발전, 도농통합발전, 자연과의 조화(和
諧), 조화사회(和諧社會)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1월,
중공 17차 대회 개최 이후에는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을 선전하고 있다. 즉,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체제 개혁, 사회분야의 개혁과 문화분야의 개혁은 종합성, 연
계성(配套性), 협조성을 확대하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8) 연해ᆞ내륙(50년대)→3선(문혁기 1966~1970)→연해ᆞ내륙→동ᆞ중ᆞ서 3대지대(7차계획 1986~
90)→동ᆞ중ᆞ서ᆞ동북(11차계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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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의 정책 방향 및 특징
1) 11차 규획의 지역발전 전략 개요
11ㆍ5규획에서 지역발전 계획을 다룬 부분은 제5편이다. 여기서는 제19장에서
지역발전의 총체적 전략으로서 서부대개발, 동북지역 등 노공업지역 진흥, 중부 부
상을 강조하고 이어 동부우선발전 격려, 국경지역 발전 지원, 지역간 상호협조기제
완비라는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의 틀을 제시한다. 이처럼 지역발전 계획은 표
면적으로는 균형과 조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20장과 제21장은 국토 합리적
이용의 공간전략에 할애된다. 제20장에서는 공간개발을 국토공간 최적화지역, 중
점개발지역, 개발제한지역, 개발금지지역 4개로 분류한 기능에 따른다는 방침을,
제21장에 도시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규획에서는 제2단계에 진입한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정책목표들, 동북진흥전략
의 새로운 과제들, 더불어 새로이 시작하는 중부굴기전략의 추진방침을 제시하고,
동부지역의 발전은 지역간 협력발전의 기초이므로 우선 발전을 이루면서 중서부지
역 발전을 선도해야 함을 지적하여 지역발전 전략의 중점을 ‘서부대개발, 동북진
흥, 중부굴기, 동부지역 우선 발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각 지역별 중점항
목은 표 14-1을 참고).
규획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간 협력(協調) 및 균형 발전이며, 이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연해지역의 선도 역할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지역간 연계 메커니즘의 구비’와 ‘도
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설정하고 있다. 전자인 지역간 연계 메커니즘 구비의
첫째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의 한계를 타파하
고 생산요소의 지역간 자유 이동을 촉진하며 산업의 지역간 이전을 유도한다. 두번
째로 지역간 기술, 인재,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 셋째는 발달한 지역의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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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각종 지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
른 일반적인 지원 수단을 강조한 것으로 특이한 점은 없는 내용이다. 수단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시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화의 건강한 발전
을 촉진’한다는 것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대ㆍ중ㆍ소 도시와 소성진(小城鎭)의 조
화로운 발전을 견지한다. 둘째,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지역은 내지 경제발
전에 대한 견인작용을 계속 발휘하고 지역내 도시간 분업을 강화하여 광역대도시권
의 종합경쟁력을 증강시킨다. 셋째,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게
하고 톈진 빈해신구 등 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개발ㆍ개방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발
전을 견인한다. 넷째 조건이 구비된 지역은 특대형 도시 및 대형 도시를 핵심으로
하여 합리적 신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을 형성하고 인구가 분산되고 조건이 취
약한 지역은 현재의 도시를 중점 발전시킨다. 다섯째, 도시화와 부합하는 재정, 토
지, 행정관리, 공공서비스 등 제도를 수립하고 호적 및 유동인구 관리방법을 개선하
며 도시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은 연해 3대 경제권의 견
인작용, 푸둥, 빈하이신구 등 특구, 광역대도시권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4-1. 11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지역발전 전략
지역

내용

서부대개발

- 개혁ᆞ개방 가속화, 국가지원ᆞ독자 노력ᆞ지역협력을 통해 발전 능력 증대
- 인프라건설 강화, 국가간ᆞ지역간 철로와 西煤東運 통로를 건설, ‘五縱七橫’의
서부 구간과 6개 성간 도로 건설, 發電기지와 西電東送 공정 건설
- 退耕還林 지속, 退牧還草와 천연림 보호 등 생태공정 지속 추진, 식물보호 강
화, 황무지화ᆞ사막화 관리 강화, 중점지역 수질오염 예방 강화
- 靑藏고원 생태안전 보호ᆞ건설 강화
- 자원우세→산업우세 전환 지지, 특색산업 발전, 청정에너지ᆞ우위 광산자원 개
발 및 가공 강화, 선진제조업ᆞ고기술산업ᆞ기타 우위산업 발전 지지
- 공공서비스 강화, 의무교육ᆞ직업교육 우선 발전, 농촌의료 개선, 인재개발과
과기 개발
- 출입국사무 완비, 인근 국가와의 경제기술협력 강화, 국경무역 발전
- 서부대개발 추진ᆞ심화, 장기적ᆞ안정적 서부대개발 자금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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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계속
지역

내용

- 산업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혁ᆞ改組ᆞ改造 가속화, 개혁ᆞ개방 통한 진흥 실현
- 현대농업 발전, 식량기지 건설 강화, 농업 규모화ᆞ표준화ᆞ기계화ᆞ산업화 경
영 추진, 상품화율ᆞ부가가치 제고
- 선진 장비ᆞ우수 강재ᆞ석유화학ᆞ자동차ᆞ조선ᆞ농부산품 심층 가공기지를
건설하여 고기술산업 발전
동북지역 등
- 자원개발 보상ᆞ쇠퇴산업 원조기제 건립, 阜新ᆞ大慶ᆞ伊春ᆞ遼源 등 자원고갈
노공업기지
형 도시의 경제전환 시범사업 추진, 棚戶區 개조와 채탄 함몰구 관리 강화
진흥
- 동북 동부 철도망과 성간 도로망 등 기간시설 강화, 시장체계 건설 가속화, 지
역 경제 일체화 촉진
- 인근 국가와의 경제기술협력 확대, 黑土 토양유실과 동북 서부지역황무지화 종
합관리
- 기타 지역 노공업기지 진흥 지원
- 현 기초에 의거,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공업화ᆞ도시화로 동부지역을 이어 발
전을 가속화하고 서부지역 발전을 인도(承東啓西), 산업발전 우위 통해 발전도모
- 현대농업 특히 식량 생산지역 건설 강화, 농업기초시설 투입 증가, 식량 등 주
요 농산품 생산력 증강, 농산품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
중부지역 발전 - 산서ᆞ안휘ᆞ하남의 대형 석탄기지 건설 강화, 광산과 연계한 發電 도모
(中部崛起) - 강철ᆞ화공ᆞ비철금속ᆞ건자재 등 우위산업 구조조정, 고품질의 원재료 기지형성
- 광산기계ᆞ자동차ᆞ농업기계ᆞ기계차량ᆞ송전ᆞ변전설비 등 장비제조업과 소
프트웨어ᆞ광전자ᆞ신소재ᆞ생물공정 등 고기술산업 발전
- 종합적 교통 운수체계 구축, 간선철로ᆞ도로ᆞ내륙항구ᆞ지역 공항 등 중점 건설
- 물류센터 등 기초시설 건설 강화, 시장체계 완비
- 자주개발능력 솔선 제고, 경제구조 특화ᆞ성장방식 전환 솔선 실현, 시장경제체
제 솔선 완비, 발전ᆞ개혁 통해 중서부지역 발전을 이끎.
- 독자적 지재권ᆞ핵심기술ᆞ저명브랜드 형성 가속화, 산업소질과 경쟁력 제고
- 선진제조업ᆞ고신기술산업ᆞ서비스업 발전시켜 정밀가공과 고급 생산품 발전에
주력
동부연해지역 - 가공무역단계 제고, 고기술산업ᆞ현대 서비스업 전환 적극 추진, 외향형 경제수
준 제고로 국제경쟁력 증진
우선 발전
- 경지보호 강화, 현대농업 발전
- 자원, 특히 토지ᆞ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생태환경 보호 강화, 지속가능 발전능
력 증강
- 경제특구ᆞ상해 포동신구 역할 지속 발휘, 천진 빈해신구 개발ᆞ개방, 해협양
안ᆞ기타 대만투자지역 경제발전으로 지역경제 발전 이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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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계속
지역

내용

- 재정 이전ᆞ재정투자 확대하여 혁명근거지ᆞ민족지역ᆞ변경지역의 신속발전 지지
- 자연생태 보호, 기초시설 조건 개선
- 취학전 교육 발전, 의무교육 보급 가속화, 중심도시의 민족 소학교ᆞ중등학교
강화, 민족대학 건설ᆞ민족지역 고등교육 강화
노혁명근거지
- 소수민족 민간전통문화 구역 건설, 소수민족 출판사업 지원, 2개 언어 교육 시
ᆞ민족지역ᆞ
범구 건립
변경지역
- 소수민족 인재집단 건설, 민족지역 인재집단 안정화
- 민족특색 산업ᆞ민족 특색상품ᆞ민족 의약산업ᆞ기타 우위산업 발전 지지
- 빈곤 소수민족 빈곤 우선 해결, 인구 적은 민족 경제사회발전 지지
- 서장ᆞ신강ᆞ신강건설병단 발전정책 지속 실시 지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2) 최근 정책의 특징 및 방향
2006년부터 시작된 11ㆍ5규획은 종전의 계획과 달리 거시적, 전략적, 장기적인
특징을 지닌다. 과거 계획에는 특정 품목의 생산량까지 정하는 등 통제의 측면이 강
했지만 11ㆍ5규획은 세세한 부분을 과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전략수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 규획은 취업 확대, 의무교육 강화, 공공위생 및 공공안전, 사회
보장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인 지표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시스템에 대
한 간섭을 줄이는 대신 공공에 대한 책임, 즉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규획부터는 구체적이고 미시
적인 것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국가 공간계획의 변화를 다룬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개발전략면에서는 국가차원의 영역관리의 강화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최대
의 특징이다. 국토 합리적 이용의 공간전략에 대해 할애된 제20장과 제21장에서는
이를 엿볼 수 있다. 제20장에서는 ‘기능특화구’에 대해 최초의 구상을 담고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은 광활하지만 사용불가한 토지가 많고, 인구가 많아 1인당 사용
가능한 국토자원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 차원에서 국토자원 관리를 위한 토지용도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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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즉 자원개발 및 공급능력, 현재의 개발 정도와 발전잠재력에 근거
하여, 중국의 인구분포, 경제생산력 분포, 국토개발 및 도시화 진행을 장기적인 관
점에서 일관되게 고려하여 국토자원을 특화개발구, 중점개발구, 개발제한구, 개발
금지구 4개로 구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각 기능특화구의 특성에 따라 지역정책
과 실적평가시스템을 개선보완함과 동시에, 국토자원개발질서의 규범화를 통해 합리
적인 국토자원의 개발구조를 구축하려고 한다. 전국토 차원에서 이러한 시도는 해외
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과밀에 대한 대응으로
수도권정비법이 있고 여기서 수도권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이를 전국에 대해 적용하는 야심
찬 구상을 가지고 있다. 기능특화구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9)
첫째,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지함으
로써 인본주의적인 경제발전 유지가 가능하다. 둘째, 경제생산력배치, 인구분포, 자
원개발 및 공급능력의 상호조화와 인구ㆍ경제ㆍ자원여건의 균형적 분포의 촉진이
가능하다. 셋째, 생태환경악화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
체와 완화를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행정구
획의 경계를 초월해, 목적에 부합되는 명확한 정책조치와 실적평가시스템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관리의 강화 및 개선보완이 가능하다. 제21장은 도시
화와 대도시구(도시군)에 할애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광역대도시권에 대한 다음
장 부분에서 후술함).
11ㆍ5규획에 나타난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가장 큰 방향은 균형발전보다는 거
점도시와 도시군 육성을 통해 경제의 중심축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적
도를 높이는 것이다.10) 예를 들어, 2005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9) 초금성(2009. 11. 13)에서 인용.
10)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2006년 6월 발표 보고서 11차 5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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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1차 5개년계획에 대한 건의에서는 중점 육성할 4대 경제구로 진흥계획이 진행
중인 동북지역, 동부 연해의 장강삼각주 지구와 경진기(京津冀 : 북경, 천진, 하북)
지역, 서부의 성유(成渝 : 중경, 성도) 지역을 제시하고 있다. 경진기 지역은 종래
중점지역으로 거론해 오던 환발해 지역11)보다 범위가 좁은 지역이며, 그 가운데
특히 천진 빈해신구에 집중되게 되었다. 천진 빈해신구를 경제특구로 신규 지정하
였고 전국종합개혁시험구로도 지정, 북방의 제조ㆍ연구개발ㆍ물류 중심지로 육성
하여 경진기 지역 및 나아가서 북방 전체의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성유 지역은 서남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거점도시군 가운데 가장 유망
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드넓은 서부지역 가운데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집
중 개발함으로써 서부지역 전체의 성장을 이끌 중심축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이다.
중국 지역개발전략의 또 하나의 방향은 성ㆍ시를 초월한 경제구(광역경제권)의
건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10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11차 5
개년계획 건의는 주강삼각주 지역을 중점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동지역이 광
둥성에 국한되어 있고 성ㆍ시를 초월한 경제구 건설이라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
므로 광둥성이 독자적으로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라는 의미이다. 같은 이유
로 주강삼각주 지역은 전국종합개혁시험구 선정에서도 제외되었다. 반대로 성유
지역, 경진기 지역에 장강삼각주와 같은 성ㆍ시를 초월한 경제구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ㆍ시를 초월한 경제구를 건설하여 지역내 산업배치구조 조정
을 실시함으로써 동일 경제권 내 중복투자와 산업구조의 동조화(同調化)를 방지한
다는 것이다. 경진기 지역의 경우 각 도시의 위치를 확정하여 북경은 정치 중심,
본부경제(headquarters economy), IT 연구개발 기지,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로, 천

구상과 대책에서는 각 대경제구의 중심이 되는 거점도시(군)별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1) 환발해 지역은 경진기 외에 산동과 요녕이 포함되지만, 경진기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동북진흥
계획에 요녕성이 포함됨에 따라 산동성과 요녕성은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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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제조중심, 물류중심으로, 하북성 당산은 철강공업과 화학공업 센터로, 하북성
보정(保定)은 자동차 부품산업 기지로 지역내 산업구조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
진되고 있다.
이처럼 11차 규획은 표면적으로는 지역개발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
으로 보이나, 중국의 국토전략이 단층적 균형전략이 아니며 중층적인 불균형개발
의 방향을 지니고 있다.

3.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 Mega city-region)
가.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등장
2000년대에 들어 중국 경제의 시장화와 대외지향도가 더욱 제고되면서 도시와
도시, 도시와 지역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하에서 중국 내
각 직할시 및 성(省)별로 도시군(이하 광역대도시권으로 칭함)에 대한 계획수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건설부 산하 도시계획설계연구원(城市规划
设计研究院)은 2002년 후난성(湖南省)의 장주담(長株潭) 광역대도시권[창사(長沙)주저우(株州)-샹탄(湘潭)]계획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주강삼각주 대도시 계획작업
을 수행하였고, 그 후 장강삼각주, 베이징-톈진-허베이(河北), 쓰촨(四川)-충칭(重
慶) 등 성(省)간 지구의 광역대도시권계획과 북부만, 해협양안, 랴오닝 중남부 등
성구(省區)내 광역대도시권 계획작업을 수행하였다.12)
광역대도시권 전략은 11ㆍ5규획에도 반영되었다. 11ㆍ5규획의 특징 중 하나는
광역대도시권 개념을 반영하여 도시관리를 국토관리에 흡수한 점이다.13) 현재 중
12) 李晓江(2008), (173),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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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도시정책상의 과제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 일체화 추세
에 순응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각에서 거시적 차원의 도시공
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11ㆍ5규획(2006~10년) 강요는 지역개
발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광역대도시권을 도시화 추진의 주요 형태로 하고, 이미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
고 발전해 가고 있는 베이징-톈진-탕산(京津唐),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의 구역
은 지속적으로 견인 및 파급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광역대도시권 내 각 도시의
분업 협력과 우세 및 상호보완을 강화하고, 광역대도시권의 전체 경쟁력을 증가시
킨다. 광역대도시권 발전 조건을 갖춘 지역은 특대도시(特大城市)와 대도시를 선두
로 하여 구획을 계획하고, 중심도시 역할을 발휘하여 토지를 절약하고, 취업기회는
많고, 요소집적 능력이 강하고, 인구분포가 합리적인 신광역대도시권(新城市群)을
형성한다.”
나. 광역대도시권 개념 및 구분
광역대도시권 구분은 아직은 기관마다 편차가 있다. 기관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
게는 10개 권역, 많은 경우 中國都市圈發展與管理硏究中心의 高汝熹 外(2008)는 18
개까지 보고 있다. 광역대도시권은 우선 도시집합체, 도시밀집지역을 기초로 하는
광역대도시권(urban cluster)이다. “특정한 지역범위 내에 인접한 수개의 도시간에
상호연계와 내재연계가 부단히 강화되면서 형성ㆍ발전하고, 거대한 집적경제효율을
창출하는 도시집합체(城市集合体), 도시밀집지구”를 가리키는 의미의 광역대도시권
(城市群) 정의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국 국토도시체계 분포 틀 내에서 형성 및 발전

13) 대도시구 개념은 공식적으로는 2005년 5중전회에서 이뤄진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건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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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도시밀집지구는 7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刘勇 2009 p. 55). 광역대도시
권은 도시밀집지구 중에서도 영역이 보다 광역화된 것들이다. 1개 광역대도시권의
규모는 매우 크다. 대체로 직경 100~300km 정도로 구성되며, 일부 주요 광역대시권
의 규모는 거의 경제권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크다. 장강삼각의 면적은 10만㎢로 남
한 면적을 넘으며, 경진기는 거의 한반도 규모와 맞먹을 정도인 21만㎢ 규모이다.
중국사회과학원(2006)은 ① 광역대도시권 인구는 1,000만명 이상이며, ② 도시
밀도는 1만㎡당 0.5개 이상이며, ③ 광역대도시권내 도시 수는 5개 이상이며, ④
인구밀도는 1㎢당 300명이며, ⑤ 도시화 수준은 20% 이상 등 5대 기준을 만족하
는 도시권을 광역도시권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광
역대도시권은 총 14개로 제시되었다(长三角, 珠三角, 京津冀, 台北西岸, 辽中南, 山
東半岛, 中原, 成渝, 关中, 武汉, 长春, 徐州, 海峡西岸, 合肥). 여기에 창주탄(长株
潭)14)을 추가하였고, 대만(台湾) 서안을 제외하면서 하얼빈(哈尔滨)으로 대체15)하
여 총 15개 광역대도시권을 선정하여 권역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광역대도시권 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총 12개인데, 그중 연해지구
에 주강삼각주(珠三角), 장강삼각주(长三角),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이하 경
진기로 약칭), 랴오닝(辽宁) 중남부, 산동반도, 푸젠남동부(福建海峡西岸), 북부만
(北部灣) 7개가 분포한다. 중부지구에서는 중원(中原), 장강중류(長江中游), 후난성
(湖南省)의 창사(长沙)-주저우(株州)-샹탄(湘潭) 3개 광역대도시권이 형성ㆍ발전 중
에 있고, 서부지구에 쓰촨(四川)-충칭(重庆), 관중(关中)지역 광역대도시권이 형성ㆍ
발전 중에 있다(그림 14-1 참고).
14) 관습적으로 거론되는 창주담(长株潭), 창지우(昌九) 두 지역의 도시 수는 겨우 3개뿐이다. 창주담의
역사 연혁과 여러 지표가 창지우보다 우위임을 고려하여 창지우가 빠지고 장주담을 선정하였다.
15) 또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중 대만 서안은 기준은 만족하였으나 각종 데이터와 대륙의 통계가 불일
치하여 경쟁력평가가 곤란, 여러 지표가 비교적 우수한 하얼빈으로 대체됐다. 하얼빈의 도시밀도는
겨우 0.35, 인구밀도는 ㎢당 122명이어서 첫 선별에서는 탈락되었으나, 하얼빈지역의 각종 지표
가 하얼빈 광역대도시권의 성장성을 반영한 것이기에 대체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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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분포 현황

광역대도시권의 지구별 분포는 연해 7개(동북 랴오닝 중남부 1개 지역을 연해
에 포함시), 중부 3개, 서부 2개로 역시 연해지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광역대도시권전략은 권역내 도시화촉진을 유도하여 권역내 경제일체화를 목적
으로 한 것으로 권역내 교통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각 권역의 중심도시들은
권역내 교통축으로뿐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연결축이 되기도 한다.
운송 간선망 위치에 근거하여, 운송조직상의 분업 및 그 소재도시의 조건에 따
라 구분해 보면 국가적 중심 연결축(15개), 지역적 중요 연결축(34개), 지역의 차
요 연결축(33개)으로 구분된다. 이들 연계축의 조합에 따른 전국 종합운수네트워크
는 [그림 14-2]에서 점선으로 나타나는 12개의 면16)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대도시구(광역도시권)와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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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중국의 종합운수네트워크 개념도

자료: 吳傳鈞(1998), p. 186.

16) ① 화북(베이징, 톈진) ② 동북남부(다롄, 선양) ③ 동북북부(하얼빈) ④ 화동북부(산동, 장쑤북부칭다오 중심), ⑤ 화동중부(안휘, 장쑤서부-남경중심) ⑥ 화동동부(상하이, 저장, 장쑤남부-상하이
중심), ⑦ 화남동부(푸젠, 장시-샤먼중심), ⑧ 화남서부(광둥, 광시, 광서, 후난-광저우, 선전, 홍
콩) ⑨ 화중남부(후베이, 후난-우한), ⑩ 화중북부(하남, 산시(陝西섬)-정저우), ⑪ 서북(간쑤, 청
해, 닝시아, 신장-란저우), ⑫ 서남(쓰촨, 구이저우, 윈난, 충칭, 티베트, 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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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발전단계 및 경쟁력
1) 발전단계
중국사회과학원에 의해 선정된 15개 광역대도시권17)에 대한 발전단계 분석 중
5대 선진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광역대
도시권은 고속발전단계의 후기 단계에 들어서 있다. 둘째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주강삼각주는 지역면적과 인구규모는 경진기(京津冀)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GDP
규모, 도시화율, 인구밀도, 도시밀도 면에서 광역대도시권 발전단계가 경진기에 훨
씬 앞서 있다. 셋째 환발해지역의 경진기, 산동, 요중남 광역대도시권은 장장강삼
각주, 주강삼각주보다 한 단계 늦은 고속발전단계 중기에 있다.
광역대도시권의 영향범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长三角은 세계적 광역도시권, 珠
三角, 京津冀는 국가적 광역도시권이며, 그 밖의 도시권은 지역적 광역도시권이다.
2) 경쟁력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은 발전단계와 조응하는 순서로 나타난다. 즉 장강삼각
주, 주강삼각주, 경진기, 산동반도, 요녕중부, 해협서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진기 광역대도시권은 중심도시기능, 광역대도시권 규모, 산업발전 수준, 흡인
력 발전의 질 등 경쟁력 지표가 모두 전국 3위 내에 들지만 도시체계 발전 수준이
높지 못하여 10위에 머물고 있다. 베이징, 톈진의 도시발전수준이 상당히 높아, 광
역대도시권의 경쟁력 수준이 베이징, 톈진의 발전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전체
광역대도시권의 경쟁력수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면적상 넓은 지역
을 차지하는 허베이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광역대도시권 면적이 전체 구역면

17) 발전단계에서 보면, 창주탄, 하얼빈, 창춘 3개 광역대도시권은 발전의 맹아단계이며, 기타 12개
광역대도시권은 모두 고속발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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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중국 광역대도시권 경쟁력 순위
광역대
도시권

종합
경쟁력 규모
지수

중심
도시
기능

도시
체계

도시간
연계성

산업
발전

흡인력

질량

효율 지속성

长三角

109.9

1

1

1

1

2

1

1

4

11

大珠三角
밯 京津冀
해 半岛
만 辽中南
海峡西岸

107.6
95.8
91.2
88.0
86.9

2
3
4
6
7

5
2
15
9
13

2
10
6
7
8

3
4
5
9
13

1
3
5
4
7

4
3
2
5
6

2
3
5
6
8

1
9
9
7
2

6
13
2
14
5

中原

84.0

9

12

3

10

11

13

7

3

6

徐州

82.4

11

11

5

7

15

8

11

6

1

武汉

81.7

10

3

13

12

10

7

10

7

8

成渝

81.6

5

10

12

8

13

9

4

14

3

长株潭

77.1

14

6

9

2

8

11

14

12

4

哈尔滨

76.1

8

7

14

15

12

14

9

4

10

关中

73.1

13

4

11

6

6

15

12

15

8

长春

68.1

12

8

15

11

14

10

13

9

15

合肥

66.1

15

14

4

14

9

12

15

13

12

자료: 城市竞争力蓝皮书: 中国城市竞争力报告 No. 4(2006).

적의 77%에 이르나, 전체구역 GDP의 77%를 산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베
이징과 톈진 등 도시의 집중과 확산작용이 낮고, 전체 광역대도시권의 효율이 높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광역대도시권 발전전략 체현이 매우 곤란
한 지경에 있다. 면적이 넓은 데 비해 도시밀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12위에
머물고 에너지 소모 효율도 낮아 지속성 효율성도 10위권 밖이다.
산동반도 광역대도시권과 요중남 도시권은 나란히 4, 5위를 점하고 있다. 두 지
역은 상대적으로 외자의 흡인력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으나, 중심도시 기능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중남 광역대도시권의 경우 도시간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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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발해만 광역대도시권들은 도시간
연계성, 도시체계 수준이 낮고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광역대도시권의 발전 전망
연해지구 중에는 중국의 3대 광역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빅3가 모두 포함되
어 있는데 이들 3대 광역대도시권이 전국에서 점하는 지위는 압도적이다. 1990년
대 이후에 중국 경제발전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베이
징-톈진-허베이(이하 경진기로 약칭) 3개 지구 경제규모의 전국 점유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표 14-3. 3대 광역대도시권 경제주요지표 및 전국비중(2006년)
주요지표

전국비중(%)

경진기 장강삼각 주강삼각 경진기 장강삼각 주강삼각 3대 합계
면적(㎢)

216,023 109,654

54,743

2.25

1.05

0.57

3.87

총인구(만 명)

9,554

8,322

4,634

7.31

6.36

3.54

17.21

인구밀도(명/㎢)

442

758

846

3배

6배

6배

5배

도시화수준(%)

47.49

48.07

70.12

1.08배

1.09배

1.6배

1.26배

GDP(억 위안)

23,889

39,613

21,619

11.41

18.92

10.32

40.65

수출액(억 달러)

715

실제외자이용액(억 달러) 113.04

3,554

2,887

7.38

36.67

29.79

73.84

315.59

125.35

10.74

29.97

11.9

52.61

자료: 高汝熹 外(2008), p. 8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4-3]에서 보듯이, 전국대비 인구규모는 경진기
가 7.3%, 장강삼각이 6.3%, 주강삼각이 3.5%로 총 17.2%이지만 GDP 규모는 각
각 11.4%, 18.9%, 10.3%로 총 40.6%에 이른다. 대외경제면에서 3대 지역의 집중
도는 더욱 크다. 외자이용면에서 각각 10.7%, 29.9%, 11.9%를 점하여 총 52.6%
를 점하며, 수출에 있어서는 각각 7.4%, 36.7%, 29.8%로 총 73.8%를 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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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3대 광역대도시권 인구규모는 15%를 약간 넘지만 경제력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대외관계 지표는 전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 즉 3대 지역
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개 광역대도시권의 특징 및 발전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주강삼각주
는 개혁ㆍ개방 이후 가장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하고
도시화율도 70%에 이르는 등 가장 높다. 향후에도 광저우-선전을 중심축으로 홍
콩, 마카오와 지역경제 일체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면서, 배후지역에 대
한 파급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둘째 현재 가장 성숙되어 있는 장강삼각주지구는 향후 20년 안에 배후지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저장성(浙江省)과 장쑤성(江苏省)의 대부분, 안후이성(安徽省)
일부분 지구가 광역대도시권 범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베이징-톈진허베이 지구는 중심 대도시의 특색과 우세는 매우 강하지만, 중심도시와 지구 내
여타 중소도시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 베이징은 정치, 문화, 그리고 고급과학기술
의 우세를 지니고 있고, 톈진은 항구와 제조업의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중국 국무원이 톈진시 ‘빈하이신구’를 종합개혁시험구로 비준하고, 2008
년 3월에는 톈진시가 제출한 종합연계개혁시험방안을 비준하였는바, 향후 베이징톈진을 중심축으로 산동반도와 랴오닝성(辽宁) 중남부 도시밀집구를 포함한 환발
해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광역대도시권은 모두 일개 성급 수준을 넘어선 규모로 종전의 경제권 규모에
맞먹는 단위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며, 각각 경진기는 장차 중국의 북부 내지 3북
(화북, 동북, 서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장강삼각은 중부
(장강중류), 주강삼각은 남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으로 향후 중국 발전의 주요축을
각기 담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3대 광역대도시권 이외의 기타 광역대도시권도 각기
국지적 영향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여 갈 것이므로 그 역할을 소홀히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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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역대도시권 중에서 랴오닝 중남부, 산동반도 광역대도시권처럼 성정부가
성도(省都)도시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시키며 추진하는 유형과 푸젠성 샤먼
(厦门)-취엔저우(泉州), 저장성 타이저우(台州)-원저우(温州) 지구와 같이 중소 도
시 밀집지구에서 자생적 상향식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형성되고 있는 유형의 도
시밀집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14-3. 중국의 주요 도시군과 발전축

금번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특기할 만한 점은 5대 국토축을 따르는 향후 도시화
추진의 주체형태라는 점이다. [그림 14-3]에서 보듯이 5대 국토축은 ① 연해 축
① 베이징-광저우, ③ 베이징-하얼빈 선의 세로축, ④ 창장(長江) 및 ⑤ 롱하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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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陇海線)을 가로축으로 하는 축을 말한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광역대도시
권을 주체로, 기타도시와 작은 도시가 점 모양으로 분포하고, 영구농경지와 생태기
능지역이 일정한 간격을 두는 고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공간구조를 형성한
다는 방침이다(국무원발전연구중심 2006).
대표적인 광역대도시권인 장강삼각의 경우 [그림 14-4]와 같이 권역내 교통축을
중심으로 3시간 도시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 몇 개 성급 단위의 경제협력을 강
조하는 경제권 개념과 달리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는 점(중심도시와 차요도시)과
점을 잇고 도시권내 면을 형성하고 국토축을 따라 다른 면(도시권) 사이의 연계를
제휴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경제권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광역대도시권 내 혹은 광역대도시권 간 고속철도, 항공망 등 고속교통망의 확충
은 중국 내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의 활성화뿐 아니라 환황해권의
한ㆍ중협력 및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4-4. 장강삼각주 내 3시간도시권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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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ㆍ중ㆍ일 주요 광역대도시권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역도시권 개념은 도시체계를 확립하는 공간계획이며, 산업
고도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기존 경제권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
이다. 따라서 한ㆍ중ㆍ일 간 산업측면의 비교논의를 위해서 기존 경제권 개념과
혼용하여 분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3대 지역과 한국의 수
도권, 동남권 2개 지역, 일본의 관동지역, 중부지역, 관서 3개 지역 총 8개 동북아
핵심지역을 비교한다.
표 14-4.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산업특화
구분

중국

일본

수송용
기계

일반
기계

정밀
기계

전기
전자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경진기

1997
2005

1.14
1.19

3.02
2.39

1.44
1.67

0.29
0.48

1.05
0.82

1.36
1.03

0.31
0.51

장강

1997
2005

1.12
1.27

2.68
3.46

1.98
2.38

0.88
1.28

0.87
0.69

1.03
0.64

0.25
0.36

주강

1997
2005

0.59
1.07

2.80
4.18

1.96
3.44

0.99
2.01

1.16
0.71

0.50
0.44

0.30
0.50

관동

1996
2004

0.43
0.31

0.51
0.24

0.91
0.48

0.81
0.40

1.00
1.04

1.18
1.24

1.21
1.32

중부

1996
2004

1.86
1.63

0.83
0.42

0.75
0.63

0.92
0.79

1.03
1.04

0.66
0.71

0.89
0.98

관서

1996
2004

0.31
0.28

0.84
0.43

0.56
0.48

0.78
0.57

1.04
1.08

0.87
0.84

1.09
1.17

수도권

1997
2005

1.96
1.47

2.57
1.25

1.96
1.96

3.33
4.35

0.90
1.14

1.26
1.51

0.59
0.59

동남권

1997
2005

8.55
8.59

3.46
2.53

3.27
1.39

1.41
1.69

0.89
1.07

0.63
0.74

0.29
0.2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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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중국의 제조업 집적 심화,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업에로의
전환이라는 경향을 보인다.18) 중국의 3대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아 1997~2005년
기간 동안 제조업에 보다 강한 특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3대 지역은
제조업 특화계수의 약화와 더불어 서비스업으로의 전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2대 지역은 아직도 매우 강한 제조업에의 특화를 보이고 있으나, 특화의
정도가 다소 약화되는 동시에 서비스의 특화도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국의 수도권은 동북아 핵심경제지역 중 관동지역과 유사하게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융보험과 운수통신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며, 특화의 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항만도시 부산을 포함하는 동남권은 금융보험이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에 특화 경향을 볼 수 없으나, 운수통신 분야에서 미약하지만 특화
경향이 나타난다.
중국의 3대 핵심지역은 대도시경제의 발전 단계상 아직은 모두 다 제조업의 성
장과 집적이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다만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지역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도의 금융보험이나 운
수통신은 어느 정도의 집적을 이미 이루고 있다. 다만 이들 서비스업종은 제조업의
성장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어, 비중 면에서 아직은 중요성이 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강지역의 경우, 홍콩이 실질적인 물류 및 금융중심으로서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홍콩을 포함시킬 경우 주강지역은 운수통신과
금융보험에서의 특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조업 부문에서의 경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 비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
18) 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전체 지역의 산업구조와의 비교에 있어서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경향을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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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경우 전기전자나 수송기계 등의 제조업에서 중국과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보다는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경쟁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주요 광역대도시권 발전과 한국 지역과의 연계 현황
한ㆍ중교역의 가파른 증가세는 한ㆍ중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ㆍ중 간 교역을 지리적으
표 14-5. 한국의 대중국 주요 권역별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수출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62,165

76,873

81,628

27,809

35,116

40,334

베이징

3,468

4,405

5,280

554

788

1,083

톈진

5,297

6,403

7,083

1,670

2,094

2,787

허베이

3,167

4,150

4,214

870

1,200

1,228

산둥

7,117

9,242

9,654

5,579

6,690

8,017

랴오닝

2,064

2,165

2,125

2,364

3,067

3,065

소계

21,113

26,365

28,356

11,037

13,839

16,180

비중

34.0%

34.3%

34.7%

39.7%

39.4%

40.1%

상하이

7,711

8,052

8,674

2,340

2,853

3,425

장쑤

14,391

22,231

20,905

3,602

5,419

6,854

저장

3,280

3,844

4,911

1,686

2,084

2,905

소계

25,382

34,127

34,490

7,628

10,356

13,184

비중

40.8%

44.4%

42.3%

27.4%

29.5%

32.7%

광둥

4,509

16,221

18,576

4,167

4,504

4,160

비중

7.3%

21.1%

22.8%

15.0%

12.8%

10.3%

연도
전체

발해만
지역

장강
지역

주강
지역

수입

주: 2006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임.
자료: ｢중국 해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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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장강지역과 경진기 지역을 포함하는 환발해만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수출에서는 장강지역이 42.3%, 수입에서는 32.7%를 점유하고 있으며, 환
발해만지역은 수출에서 34.7%와 수입에서 40.1%를 차지하고 있다. 주강지역은 한
국과의 교역에서 장강지역이나 환발해만지역보다는 긴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도권의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 모두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한국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
어,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긴밀할 뿐만 아니라 점차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중국 수출비중이 1/4을 넘어서고 있다.
표 14-6. 수도권지역의 대중국 교역의존도
(단위: %)

지역명

대중국 교역의존도

대중국 수출의존도

대중국 수입의존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15.3

16.6

18.4

18.1

19.6

21.8

12.3

13.2

14.8

경기

17.0

18.7

21.8

20.1

22.4

26.2

13.6

14.7

17.1

서울

15.6

17.3

21.4

14.4

15.3

19.9

16.5

18.6

22.1

인천

14.3

14.7

16.4

16.8

15.4

18.3

12.4

14.0

14.8

자료: 무역협회 통계(www.kita.net).

한ㆍ중 간 교역 증가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발해만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발해만지역은 한국의 대중국 누적 투
자건수에서 68.6%, 투자금액에서 56.6%를 차지하여 한국과 매우 밀접한 투자와
교역을 통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산동성은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으로, 한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장강지역의
경우, 중국시장진출 동기로 인하여 투자건수에서는 발해만 지역에 못 미치지만 투
자금액에서는 31.6%라는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기업의 두 번째 중요한 투자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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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발해만과 장강삼각주라는 양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방향을 시사
한다.
표 14-7. 대중국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지역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누적합계

15,372

(%)

16,394,334

(%)

발해만
지역

산둥성

5,539

36.0

4,327,272

26.4

랴오닝성

2,160

14.1

1,251,559

7.6

톈진시

1,360

8.8

1,511,898

9.2

베이징시

1,147

7.5

1,962,052

12.0

허베이성

333

2.2

232,486

1.4

10,539

68.6

9,285,267

56.6

906

5.9

1,076,808

6.6

장쑤성

1,228

8.0

3,443,479

21.0

저장성

507

3.3

661,143

4.0

2,641

17.2

5,181,430

31.6

458

3.0

614,308

3.7

1,734

11.3

1,313,329

8.0

합계
상하이시
장강지역

합계
주강지역

광둥성

기타지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6. 9).

한국 수도권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지역은 교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발해만과 장강지역이다. 한국경제의 핵심지역인 수도권에서의 대중국 투자의
지리적 집중경향도 강하다. 산동성은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최상위 투자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발해만지역의 톈진이나 베이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장강지역의 강소성이나 상해시는 그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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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8. 수도권의 대중국 상위 5개 투자지역(2005년 누적실행기준)
(단위: 건, %, 백만 달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국지역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당투자

산둥성

1,525

36.2

1,122.2

23.8

0.74

베이징

413

9.8

709.2

15.1

1.72

장쑤성

252

6.0

699.0

14.8

2.77

상하이

267

6.3

443.1

9.4

1.66

랴오닝

627

14.9

400.1

8.5

0.64

산둥성

354

41.8

440.2

59.7

1.24

톈진시

113

13.4

102.0

13.8

0.90

랴오닝

131

15.5

39.6

5.4

0.30

장쑤성

56

6.6

24.5

3.3

0.44

베이징

31

3.7

24.3

24.3

0.78

산둥성

1,055

37.6

624.8

24.3

0.59

톈진시

274

9.8

511.3

19.9

1.87

장쑤성

239

8.5

469.9

18.3

1.97

베이징

141

5.0

268.2

10.4

1.90

광둥성

127

4.5

189.9

7.4

1.5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5. 12).

5. 결론: 양국 대도시권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시사점
우선 앞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성
장잠재력을 늦추는 단순한 균형전략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는 성장거점 전략에 가깝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도시군, 즉 광역대도시권 전략이
다. 광역대도시권은 많은 지역에서 성ㆍ시 행정경계를 넘어 자원ㆍ요소의 이동성
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도시화 수준이 낮은 광역대도시권의 경우
는 중심도시와 차요 도시간 협력, 도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내부의 도시화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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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미 도시화 수준이 높고 권역내 도시간 연계가
잘 이뤄진 연해지역의 광역도시권은 집적이익의 효과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광역대도시권 전략은 종래 지역경제간 협력 및 일체화를 추진하려던 7, 8
대 경제권의 발전구상을 보완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일체화를 실
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광역대도시권 전략의 주체가 되는 중심도시들은 글로벌 시대의 거점으로
서 자신들의 집적이익을 위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경제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그동안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에 비해 대외개방도가 낮았
던 환발해 지역에는 경진기, 산동반도, 요녕 중남부 대도시권 3개 광역도시권이 있
으며, 이들은 15개 전후의 광역도시권 중 3, 4, 5위를 점하며 발전 전망이 밝은 편
이다. 근년 들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톈진 빈하이신구로 인해, 베이징ㆍ톈진 양개
직할시가 중심이 되는 경진기 대도시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진기
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요녕 중남부 광역도시권이 연계되는 환발해경제권이 형성
되어 중국의 북방의 대부분을 점하는 3북(화북, 동북, 서북)의 경제 일체화를 선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환황해경제권의 대두와 도시간 경쟁의 심화
한ㆍ중ㆍ일 3국이 활발한 교역과 투자를 벌이고 있는 환황해권은 동북아 경제
의 중심으로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통합이 진전될수록 환황해권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이다. 환황해권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발해만 지역경제와 한국의 수
도권 및 동남권, 그리고 일본의 서남권 간의 관계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경쟁적인
관계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해만지역과 가장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입장에서도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에서 발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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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화북, 동북 및 화동 3대 지역이 결합되는 곳으로 중국의 경제가 이곳을 통
해 동으로부터 확산되며, 남으로부터 북으로 올라가는 중심이다. 발해만 지구는 이
미 화남지역 핵심 경제구인 주강삼각주경제구, 화동지역 핵심 경제구인 장강삼각
주경제구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3대 견인차이다.
중국 톈진의 빈하이신구 개발은 규모나 산업구성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하이신구의 면적이 2,270㎢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 면적의 3배 이상이다. 이곳에 첨단제조업과 물류, R&D기지를 건설
하게 되면, 현재 환황해권에서 한국이 담당해온 첨단제조업이나 물류, R&D 기능
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관계는 산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간사이공항, 한국의 인천공항,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공
항 간에는 동북아의 거점 공항이 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상
물류에서는 이미 중국의 상해와 심천, 그리고 부산 간에 동북아 거점항만으로서의
지위 변동이 발생하였다. 중국 발해만 지역의 항만도 자체 물동량이 증대되고 있
어, 조만간 이러한 거점 항만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도시나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능인 금융이나 국제업무 서비스와 연구개발 기능에서도 상당한
경쟁관계가 예상된다. 물론 금융이나 국제업무 기능은 환황해권보다는 넓은 지리
적 범위에서 경쟁이 일어난다. 현재 금융분야에서는 동경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중국의
상해나 한국의 서울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광역대도시권 추진 전략은 기러기떼 형 동아시아발전 모
델에서 시사하는 발전의 순차성을 무너뜨리고 중국 도시권의 추월로 결과할 가능
성도 존재한다. 1개 광역대도시권의 규모는 직경 300㎞ 정도로 남한 규모이다. 중
국정부가 주력하는 산업 중에 교통ㆍ수송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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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권 형식의 발전은 철도산업(철도의 고속화)과 항공산업 발전을 필요로 하는 한
편 이들의 발전을 추동할 것이다. 특히 항공산업분야에서는 동아시아 모델의 선두
주자인 일본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나. 협력의 필요성 및 가능성
동북아나 환황해권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더불어 도시 또는 지역간 경
쟁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기능에서 유사한 목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간 경쟁적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만이나 공항을 둘러싼 도시간 경쟁은 지역내 과잉투
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공유 해역, 환경문제 등 협력이나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나 무역거래, 수송 등에
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 이익의 공유 등 협력 가능성이 있는 현안
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연해지역은 수출가공구, 보세무역구 등이
입지하고 있고 한국은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이들 상호간 제도적, 물류적 연계
협력이 구축되는 ‘환황해권 항만자유지역간 네트워크’ 등을 통한 통합적 공간네트
워크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동북아가 아닌 다른지역에서는 지역간 초국경적 협력(trans-border cooperation),
국지적 경제권의 형성이 이미 1990년대 이후 시작되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9)
지역간 한ㆍ중 간 협력의 조건 중 현재의 산업적 보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므
로, 양국간 연계서비스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화 등으로 협력 요인
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20)
19) SIJORI(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인도네시아의 리아우) 성장삼각지역, 홍콩과 광둥성, 더
크게는 홍콩ᆞ타이완ᆞ중국의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황금삼각, 중국의 운남성과 미얀마 등을 포괄
하는 메콩지역 등이다.
20) 국제적 초광역 협력경험에서 발견된 형성 조건은 i) 경제적 보완성과 ii)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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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광역대도시권 전략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지역전략과 도시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중국의 광역도시권 발전
전략 도입은 우리의 정책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 개별도
시의 도시계획 등 물리적 규제를 중심으로만 국가차원의 도시정책이 추진되어, 진
정한 의미의 국가차원의 도시정책이 부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의 광역도시 전략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도시권 국가정책
(Metro Nation Policy)을 실행하고 있듯이 이미 세계적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개별 도시계획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가 도시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가 필
요한 시점이다. 국가차원에서 공간계획, 산업,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망라하
여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정책 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실행중인 3차원 지역(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발전전
략에 맞추어 도시위계별 특화ㆍ연계발전이 필요하다. 광역, 초광역적 도시간 연계
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시아(혹은 동북아)지역적, 대중국
대외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초광역개발권 전략 수립에
있어 서해안초광역벨트 차원에서 중국의 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장기전략을 수립하
고 있으나, 단순 벨트보다는 도시클러스터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광역차원에서는 한국 수도권과 중국 경진기 간 연계전략, 초광역 차원에서는 한
국의 서해안 벨트와 중국의 환발해지역과의 연계 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중국의 주강지역과 북부 대도시권(경진기, 산동, 요녕)을 아우르는 환황해 글로벌

iii) 제도적 병립성이며, 주로 경제권 내 선두지역의 구조조정 압력을 후발지역이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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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적 도시권을 설정하여 한국 주요 도시들의 포지셔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전략연구 및 수립을 위한 기초 여건도
부족한 현실이다. 광역 혹은 초광역으로 지역계획을 하더라도 그 기본단위인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대외관계 발전 정도를 알 수 있는 지역경제통계조차 부족하여, 도
시 및 지역 단위 차원의 국제화 전략도 수립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글상자 14-1. 경진기 광역경제권
일례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에 이어 3대 광역대도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경진기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은 최근 경진기 경제권 형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 지역
의 일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중앙정부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경진당(京津
唐)경제권21)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베이징-톈진-허베이(河北)성 등 3개 지역의 성장 및
시장이 참여한 랑팡합의(廊坊共识)를 이끌어냈다.22) 2006년에는 경진기 경제권을 국가계획에
삽입하여 일체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진기 발전계획은 “1轴 3带”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베이징과 톈진을 핵심도시로
삼은 경진발전축(京津发展带), 환보하이만의 빈하이를 신흥 발전지역으로 삼은 빈하이신흥발
전대(宾海新兴发展带), 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전전통발전대(山前传统发展带) 및 옌
산-타이항산생태문화대(燕山-太行山山区生态文化带)를 말한다.
둘째,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분업구조 형성 등을
통하여 베이징시는 경제중심지보다는 3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톈진시는 빈하이신구(滨海
新区)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중심지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여 경진기 경제권의 일체화를
촉진한다.
셋째, 베이징시와 톈진시가 징진지 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성장하고, 동 지역 발전역량의
주변지역 확산을 도모한다.
넷째, 이밖에 허베이성 당산시의 차오페이디엔(曹妃店)공업원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베이징
과 톈진을 중심으로 500㎞ 이내의 지역을 3시간대 경제권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1) 과거 징진지에서 최근 징진탕으로 용어가 다소 바뀌고 있음. 이는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는 경제권에 허베이성 전역이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먼저 톈진시 주변에 있는 허베
이성의 탕산(唐山)지역을 포함한 경제권 형성을 촉진한다는 내용임.
22) 랑팡합의(廊坊共识)는 2004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징진지(京津冀)일체화 계획을 촉진하기 위하
여 허베이성 성장과 베이징시 시장, 톈진시 시장 등 고위급회의를 통하여 3지역 간 합의를 도출한
회의를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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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4-1. 계속
그림 1. 경진기 경제권 발전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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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는 서로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다. 특히 경제
성장이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할 때 인구의 집중과 산업화, 도시화가 뒤따르게 되
고, 이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나타나게 된다. 주
지하다시피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어왔으며, 이에 따라 발
생한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소외지대인 내륙이나 농촌지역의 경우도 빈곤상황을 벗
어나기 위한 무분별한 개간과 벌목, 과도한 방목과 채굴, 그리고 수자원의 남용과
수렵 행위 등으로 수자원 고갈과 함께 토지의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는 등 생태파
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오염이 심각한 30개
도시 중 중국의 20개 도시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0여 개의 도시의 오
수처리율이 0%이고 70%의 하천이 산업쓰레기와 폐수 등으로 심각히 오염되어 있
는 등 중국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1)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2003년 중국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한 손실액은 중
국 전체 GDP의 15%에 이르는 등 환경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008년 국가환경보호 특별행동에 따라 발각된 환경 관련법 위반사례만
하더라도 무려 2만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월 중국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2007년 중국환경상황공보｣는 국제기구
나 해외연구소의 상황파악보다는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1) World Bank(2001) 참고. 또 다른 세계은행(World Bank)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 및 수
질 오염으로 조성되는 경제적 손실이 매년 540억 달러로 중국 전체 GDP의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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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환경 관련 자금투입의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
로는 환경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전국적
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 그리고 고체폐기물의 배출 등이 처음으로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는 등 환경상황이 비교적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도시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산성비로 인한 오염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수의 오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주요 하천의 오염으로 식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동지나해 및 발해만 등 일부해역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
에 도달해 있으며, 경지면적이 감소되는 등 생태환경의 악화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환경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통제와 위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현행 정책과 구조로는 환경문제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이제 그 부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의 급속한 악화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발
목을 잡힌 상황이며, 더욱이 ‘세계의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에서나 전지구적 차원에서
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산성비, 황사 등은 중국 내부의 주요한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월경성(越境性) 이동을 통해 동북아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지역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을 통해 에너지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약 11%에서 2004년에는 대략 17%
로 상승했다. 또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은 전
세계 증가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새로이 증가하는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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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의 주요 책임자이며, 곧이어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될 것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IEA나 기타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
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더하면 중국은 2007년에 이미 세계적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에 해당한다.2)
중국 환경문제의 실상은 물론이고 중국 스스로가 자국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
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는 결국 중국 이외
에도 주변국가는 물론 지구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른 중국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특히 교토의정서를 통해 확립된 청정개발체제(CDM)에 따라 탄
소배출권 거래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발전의 가능성
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결국 새롭게 형
성되고 있는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The Nether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2008); Ross Garnaut(2008). 중국
에서 최근 발표된 에너지보고서(China Energy Report 2008)에서는 현재의 CO2 배출치는 밝히
고 있지 않지만, 개발 및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중국의 화석연료의 연소가 2020
년, 2030년 각기 92~106억 톤과 114~147억 톤의 CO2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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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환경전략의 기본내용과 대응구조
가. 기본내용: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 추구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환경악화 추세는 지속되어왔으며, 이에 따
라 최근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에 앞서 과거 장기적으로 시행해 온 ‘점에서
면으로(以点帶面)’의 환경보호전략을 수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총체
적인 거시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공정원과 국가환경보호부를 주축으로 19개
중앙부처 및 관련 기구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는 ‘환경보호 거시전략연구’는 [표 15-1]
표 15-1. 중국 환경보호 거시전략연구: 주제, 부문, 단계
주요 내용

주제

-

30여 년간 중국 환경전략의 발전과정과 경험 및 교훈
중국의 환경상황 및 미래추세 예측, 환경상황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생산, 유통, 소비, 무역 등 경제발전 전 과정에서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과 대책 분석
세계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환경문제의 인식과 처리, 환경과 경제관계
의 전환 경험 및 법칙
- 미래지향적, 실천적, 조작 가능한 이론관점, 목표, 조치 등의 의견 및 건의

부문

- 총론: 지속가능 발전의 각도에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의 의미와 주요 모델
제출
- 환경요소별 보호전략: 물, 대기, 소음 및 진동, 고체폐기물, 토양, 해양, 생태계, 생
물종자원, 핵 및 방사능안보 등 요소의 보호전략
- 환경영역별 보호전략(중점 환경영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전략): 공업오염방지
전략, 도시환경보호전략, 환경과 건강전략, 에너지와 온실가스 통제전략, 지역 및 전
지구 환경전략
- 전략조치(거시전략의 임무, 중점, 대책 및 조치): 법치, 체제순응, 기술혁신, 교육선
전, 대중참여 등

단계

*

2007.1~5(예비단계): 각 주제별 연구계획 전문가 논증
2007.6~12(집필단계): 문헌수집ᆞ정리ᆞ분석, 조사연구 및 집필
2008.1~8(논증단계): 보고서 제출→전문가 논증→심사의견에 따라 수정→재논증
2008.9~12(청문단계): 각계 의견 청취 후 연구보고서 수정
2009.1~6 비준 후 연구보고서 발표 예정(아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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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5개의 주제,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 6월경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이 연구보고서는 향후 ‘12차 5개년 계
획’(2011~15년) 기간은 물론이고 향후 장기간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경제발전에 치우친 근시안적 발전전략
에서 점차 엄격한 환경규제를 통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라는 녹색성장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3) 거대한 인구의
압력과 취약한 생태환경에 직면하여 중국 지도부는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
제발전을 이룩한다는 ‘선(先)경제발전, 후(後)환경보호’라는 낡은 성장방식의 한계
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의 구조개혁과 환경적
법 집행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순환형 경제’를 모색하
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는 법ㆍ제도의 마련과
환경투자의 강화, 그리고 제한적 범위이긴 하나 대중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
화’라는 과거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된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환경보호와 개선은 본래 상당한 자금과 기술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며, 따
라서 일정 정도 경제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란 물론 단순히 경제적 효율만 추구하고 환경적 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발전을 제약하

3) 중국은 제16차 당대회와 제10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에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의 건설’
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구체적 비전으로는 2020년에 2000년 GDP
의 4배, 연평균 경제성장률 7%대 유지, 1인당 GDP 3,000달러 달성 등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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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범위에서의 환경보호, 즉 경제적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환경보호에 대한 부
정을 의미한다. 즉 산업화의 중간단계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환경보호’와 ‘경제발
전’이라는 양자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환경을 대가로 성장을 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
고 근본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향후 환경문제 해결의 전망이 불
투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대응구조
중국정부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돌리면서 관련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도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
다.4) 세계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던 이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은 국내적으로 국무원 산하에 환경분야를 담당할 ‘환경보호영도소조 및 판공실’을
설치하였고 각 부문, 각 성(省) 및 시(市)에서도 연속적으로 환경관리부문과 환경
보호 관련 과학연구 및 측정기관이 설립되었다. ‘환경보호영도소조 및 판공실’은
그 후 ‘도농건설환경보호부’를 거쳐 1988년에 국무원 직속기관인 국가환경보호국
(NEPA)으로 변화하였고, 1998년 국무원 직제 축소개편에서는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되는 등 중국정부 내에서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격상되어 왔다. 또한 2008년 3
월 12일에 공표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기존의 ‘국가환경보호총국’이 ‘환
경보호부’로 승격되어, 기존에 명목상으로 국무원 직속기구에 불과하던 상황에서 이
제는 국무원의 정식부처로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입각’이 이루어진 셈이다.
4) 물론 1970년을 전후하여 중국 국내적으로도 베이징 저수지 오염사고 및 다롄만 오염사고 등이 발
생하는 등 환경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는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로서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간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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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ㆍ개방 이후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외국의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을 공포하였고, 이
후 계속하여 몇 개항의 전문적인 관련 법률과 정책규정을 반포함으로써 초보적이
나마 환경법제와 정책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다. 1983년, 환경보호는 중국 기본국
책의 하나로 확정되었는데,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었고 경제체제의 개혁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시기로 매우 추상적 수준의 선
언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5) 대다수 중국 정책결정자나 일반 대중들에게 환경
보호란 아직은 상당히 생소하고 요원한 개념이었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중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국가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고 각종 관련 법률
과 정책을 제정하였다. 이 회의는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이 처음으로 제고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환경보호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등 나름대로의 정책적 노력과 발전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법은 외견상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떨어
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내 환경과 관련한 투자를 살펴보면 ‘8차 5개년계획’ 기간(1991~95년) 전
체 GDP 대비 0.69%에 불과하던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9차 5개년계획’ 기간이던
1999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GDP의 1%를 넘어섰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투자는 2,566억 위안으로 전체
GDP의 1.22%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구(舊)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11차 5개
년계획’ 기간(2006~10년) 동안 환경 관련 투자는 GDP의 1.4~1.5%에 이르는 1.3
5) 1983년 중국의 1인당 GDP는 580위안(미화로 약 700달러) 정도로 중국정부가 낮은 경제발전단
계에서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으로 설정한 것은 당시 이미 심각한 상황이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결
정자의 ‘인식’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따라 후발국가가 선
행국가의 정책을 좆는 ‘정책적 수렴’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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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안으로 증액될 계획이며, 이는 ‘10차 5개년계획’ 기간보다 6,000억 위안이 증
가한 액수이다.6)
한편 환경보호는 바야흐로 국제무역을 결정짓는 주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서,
WTO가 자유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환경문제는 여전히 ‘녹색무역장벽’
으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
가 국제경제의 순환과정에 진입하면서 중국시장은 이미 국제시장의 일부분이 되었
고, 이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환경관리체제가 요구되어 왔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3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중국은 최근 들어 30개
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하천 주변의 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예방적 환경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절약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다.7) 특히 2005년
전국인대(全國人民代表會議)에서 비준한 ｢11차 5개년 계획강요｣에서는 2010년까
지 GDP 1단위당 에너지소모를 20% 정도로 낮추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10% 감소시킨다는 나름대로의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8) 이외에도 ｢11
차 5개년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실시방안으로 산업구조조정 및 순환경제 발전을
통한 오염저감, 단위 에너지소모량 및 오염물질 저감량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목표

6) ‘1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중국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라는 요구에 따라 환경
보호투자를 제고하여 환경감독관리체계 구축, 위험폐기물 처리, 도시오수 처리, 도시쓰레기 처리, 화
력발전소의 탈황, 국가 중점 생태보호구역 건립,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관리 및 보호, 핵 안전관리,
농촌 환경보호 등 9개 환경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10대 에너지절약 중점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탄산업 시장화와 자원세 및 환경세 징수를 강화하고, 석탄가격의 23.1%
인상 등을 통해 석탄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석탄소비량을 6.9% 감소시키고 석유와 천연
가스의 소비량을 0.83% 증가시킬 계획이다.
8)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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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 및 인사고과반영제도 실시, 환경기술 및 산업의 대대적 육성, 수계별 또는
경제권역별 광역 유역관리제도 실시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중국정부는 일반대중에 대한 환경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비정부조직(NGOs)에 대한 정책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
가 ‘11차 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한 중국 대중의 의견건의서｣ 등 일반대중 및
NGOs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차 5개년계획’ 기간 환경보호정책의 틀을 짜는 등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국의 환경정책 관련 연구나 수립이 중앙 및 지
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민간영역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
되어 왔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과학적 발전관 실현을 위한 환경보호강화 결정｣을 공표하여 각급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제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임무와 실행목표를 설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ㆍ공개하기로 하였으며, 환경 관련 NGOs와 연대해 전국 규모의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와 한ㆍ중 환경협력
가. 기회 및 위협요인
오늘날 환경문제는 무역과 안보 등의 문제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환경문제
자체로도 국가이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환경문
제에 대한 태도변화는 다른 한편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과 기술 지원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오염 수출국이라는 자국 이미지를 쇄신하는 등의 외교적 고려가 깔려
있다. 특히 ‘책임있는 강대국’을 기치로 동아시아 지역질서 재편에 주도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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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환경압력에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동북
아 각국과 모두 양자간, 다자간 환경협정을 체결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구속력 있
는 의무부담이 배제된 다자간 국제환경레짐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9) 중
국이 현재 경제발전에 정책적 우선권을 두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서히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주ㆍ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대내외적인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중국이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며, 결국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중국이 갖는
‘능력’과 ‘의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 환경시장은 앞으로 10여 년간 연평균 12%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2010년에는 약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중국 환경시장(에너지저감기술, 오염 방지기술, 탄소시장 등)의 확대에 따라 환경
산업 및 기술의 대중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
분야, 환경오염 정화시설, 탈황 및 집진 시설 분야, 청정에너지 및 담수화설비 분야
등이 중국진출의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탄소시장은 배출권 거래는 물론
에너지시장, 금융시장 등 온난화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로 부
상하고 있다. 탄소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투자유치국이
자 배출권 판매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2006~10)에 이산화황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0% 감축, 중점지역 및 도시의 환경 질 개선, 생태환경 악화추세 완화, 핵
과 방사능 물질의 안전 확보 등 5대 목표를 명확히 적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베

9) 물론 중국은 자국의 환경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경제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환경보호를 이유로 진행되는 무역
규제나 주권 개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확실히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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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올림픽에 이어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클린차이나(Clean China) 운동이 본격
화되면서 환경오염국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지역 내 ‘책임있는 강대국’로서의 변화
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작업은 한ㆍ중 간 혹은 동북
아지역 월경성오염 해결을 위한 협력여건을 호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황사,
산성비, 황해오염 등 월경성오염 방지를 위한 한ㆍ중 간 혹은 동북아 역내국가간
실질적 차원의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선진국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기후변화 논의와 달리 2007년
12월 발리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을 포함한 범지구적 차원의 감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감축의무에서 한발 벗
어나 있던 중국도 이제 핵심 참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은 포스트 교
토체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전략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및 대
체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감축분야 외에 ‘적응’(adaptation)전략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환경전략의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달리 위협요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앞으로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
어 중국 국무원은 2007년 11월 말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조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에 대한 엄중 문책을 의결했다. 이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인 조치
일 뿐만 아니라 향후 규제 기준을 점차 강화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오염물 배출총량 억제 목표 아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오염물 배출을 사
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프로젝트 공정 진행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설계, 시공은 물론이고 제품 생산 시에 환경 처리설비가 가동되도록 요구되고 있
다. 또한 가동 중인 기업도 6개월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를 초과할 시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심의를
중단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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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세 및 환경책임 보험제도 등과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
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보호세는 일반환경세와 오염물질배출세로 구분되는데, 우선
일반환경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대다수가 그 대상이
며, 오염물질배출세는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유황세, 질산화세, 탄소화물세, 오수
세, 고체폐기물세 등으로 구분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이 될 기업들은 자체
적으로 배출저감 노력을 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제품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법
규를 준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표 15-2. 중국의 기업관련 환경관리 제도
도입시기

법률 및 조치

2002.6

청결생산촉진법

2005.7

오염기업 대출 제한

금융기관, 대출요건에 환경관리 및 성과 반영

2005.11

환경관리 평가제도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녹-청-황-홍-흑 색으로 구분, 연
속 2회 이상 흑색기업으로 판정 시 생산 중단 등 조치
2006년 시범사업, 20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2005.12

환경법령 위반행위 처분방법

환경법규 집행 및 점검 시 공무원 준수사항 및 처분방
법 규정

2006.3
2007.3

주요 내용
환경오염 배출기업 명단 대외 공표

과잉투자산업(철강, 알루미늄, 코크스, 자동차 등)과 잠
과잉 생산능력 산업구조조정에
재적 과잉산업(시멘트, 전자, 방직 등)에 대한 신규 진
관한 통지
입 제한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포장재질 명시
중점관리 품목 제정 및 인증 제도

이와 같은 환경 관련 법규 집행의 강화조치는 중국 내 자국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
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내의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생산거점을 중국
내 동부연해지역이나 주요 거점도시 등으로 옮긴 한국기업의 경우엔 이미 환경규
제의 강화로 인해 생산비 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지속의 기로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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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여건 악화가 예상되며, 진출 예상기업의 경우도 신규 사업장 허가절차의 강
화는 물론이고 입지제한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
이다. 즉 이러한 중국 내 환경규제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환경설비 투자의 강화와
함께 기존 동부연해지역 중심 진출전략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인다.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에너지절약이나 환경 관련 인증 획득을 통
한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총체
적으로 계획, 관리하는 개발구 중심으로 중국 투자 진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 한ㆍ중 환경협력의 분야
이명박정부는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과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동아시아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 기후변화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황사 및 장거리대기오염물질 등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의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 양국간에도 환경, 기후 및 에너
지 연계 협력, 황사 등 지역환경문제 대응관련 협력, 선진적 환경관리제도 분야 협
력, 환경산업 및 기술분야 협력 등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ㆍ중 양국간 환경협력 분야는 중국의 환경오염 특
징과 추이, 환경정책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 환경오염의 특
징 및 추이 측면에서 환경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가운데서도 생
활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중국은 산업부문 위
주의 오염배출원 구조에서 최근 산업과 생활부문이 병존하는 오염물질 배출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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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전환되었다. 대기오염의 경우 석탄연소로 인한 아황산가스 등 개도국형 오염
물질과 자동차배기가스 등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이 병존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ㆍ중 양국간 환경협력 분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생활부
문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관리분야,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 저
감 기술 및 관리 분야, 경제성장과 환경 악화의 연계 차단을 위한 자원절약 및 효
율화 분야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한ㆍ중 양국간 환경협력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11차 5개년 환경보전계획｣ 8대 중점영역(2006~10년)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11차 5개년 환경보전계획｣에서는 산성비 억제 및 도시지역 대
기오염 개선, 주요 하천유역 수질오염 방지 및 음용수 수원지 안전보장, 고형폐기
물 배출 억제 및 자원화, 해양환경보호 및 연안해양 오염 방지, 생태파괴 방지 및
회복, 토양 오염 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핵 및 방사선 안전보장, 환경관리 능력건
설 등의 8대 중점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한ㆍ중 양국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관련 분야, 물 분야 및 폐기물 자원화 분야, 사
막화 방지 등 생태환경보호 협력, 선진적 환경관리제도 분야 등의 협력이 가능하
다. 또한 ｢11차 5개년 환경보전계획｣에서는 산업구조조정 및 순환경제 발전을 통
한 오염저감, 단위 에너지소모량 및 오염물질저감량 측정지표 개발을 통한 목표책
임제 및 인사고과 반영제도 실시, 환경기술 및 산업의 대대적 육성, 수계별 또는
경제권역별 광역 유역관리제도 실시 등의 주요 실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ㆍ중 양국은 에너지 등 자원이용 효율화 관련분야, 기후 및 에너지 연계
분야, 환경산업분야 기술ㆍ관리ㆍ자금 분야, 유역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관
리제도 분야 등의 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간 에너지 소비 등 자원이용 효율화 분야와
SO2, NOx, CO2 저감정책 및 기술분야를 중요 협력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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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전략: 탄소시장 형성을 중심으로
가. 기후변화와 중국의 입장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도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
응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과 함께 중국을 포
함한 개도국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의 기본적인 시각은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선진국들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들
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으며 개도국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는 것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은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낮으며 지속적
인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협약과 의정
서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지구적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
적 선언에 불과해 보인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중등 선진국의 발전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강제적이고 절대적인 배출저감 의무를 떠맡지 않겠다는 기본입장
을 견지해왔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담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개도국의 경우에 우선적 임무는 경제의 발전과 빈곤의
소멸에 있다는 G77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중국은 국무원 차원의 기후변화소조(원
쟈바오 총리가 소조장)를 구성하여 2007년 6월에 ｢중국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
(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서도 중국은 여전
히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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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년 6월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기후변화 국가대응방
안｣(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부담과 반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 과학기술 등을 이용한 온실가
스 감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2010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를 2005년 대비 20% 정도 저감하고 이에 상응하여 CO2 배출
을 저감하겠다는 자체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11) 또한 2009년 3월 중국과학원이
발표한 ｢2009년 중국 지속가능발전전략 보고서｣(2009中國可持續發展戰略報告-探
索中國特色的低碳道路)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은 단위 GDP당 CO2 배출량을
50% 감소시킨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코펜하겐 회의를 눈앞에
둔 2009년 11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단위 GDP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12)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논의 자체를 부정하던
과거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중국의 정치 및 경제적 비용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기술의 유입을
통한 국내 환경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대외적 이미지 및 영향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는 가능한 상대적인 배출
감축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
국이 과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제적 담판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문
제가 자국의 경제건설에 얼마나 많은 발전공간을 제공해주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
10) 張海濱(2007).
11) 中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組織編制(2007), p. 26. 중국정부가 이 목표를 전면적으로 달성하게 된
다면 기존과 비교해서 전체 11차 5개년 계획 기간 탄소 배출총량이 15억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는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실행되고 있지 못하며, 과연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 中國氣候變化新息網(http://www.ccchina.gov.cn/cn/NewsInfo.asp?NewsId=20714, 검색일: 2009.
11. 27) 이러한 중국의 공식발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나, GDP
단위 기준의 경우 절대적인 CO2 배출량은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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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에서 국제적 주도권 획득과 저(低)탄소경제로
의 이행을 위해 환경문제 해결의 선도적 지위를 이끌었던 유럽연합(EU)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주도권을 중국과 미국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
이다. 물론 2013~20년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진국 수준에 오른 2025년 이후에는 온실가
스 감축의무를 승인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13) 또한 중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를 역으로 활용하여 최대 청정개발체제(CDM)14) 사업
투자유치국이자 배출권 판매국으로 향후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핵심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저렴하게 배출권 구매가
가능한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며, 중국은 이러한 에너지 및 탄소시장에서의 위상
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5) 최근 국제사회의 최대 어
젠다인 기후변화 이슈는 EU-미국-중국의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2월의 발리 당사국회의를 계기로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가 선진국과 개도
국을 모두 포함하는 범지구적 차원의 감축체계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중국 또한 핵
심적 참여자가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 중국 탄소시장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된 2007년 6월에 발표한 ｢중국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
13) 중국 내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이르러 중국의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와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중국 에너지소비량의
절대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胡鞍鋼(2008) 참고.
14)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이란 Unilateral CDM 사업과 Bilateral CDM
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감축의무국의 기술 및 자본 투자가 없이 개도국이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며, 후자는 의무감축국이 개도국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5) 중국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이며,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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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속조치들에서는 이 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베이징 국
제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추진은 중국이 아시아지역 탄소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탄소시장과 중국의 CDM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탄소시장(Carbon
Market)이다.16) 탄소시장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비용 면에서 가장 효
과적으로 감축하는 수단으로 제시되면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의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CDM 사업에 의해 저감실적은 탄소시장에서 국제 배출권으로 거래될
수 있다. 탄소시장은 현재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이며,
탄소시장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도 이에 대한 구
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4년 10억 달러에서 2007년 640억 달러로 4년간 64배나 성장했고, 교역량도
2004년 1,000만 톤에서 2007년에는 30억 톤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세계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12년 탄소시장의 규모는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CDM 사업 투자유치국이자 배출권 판매국으로 확고
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CDM 사업 추진과 지원을
통해 탄소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10년에 중국은 세계 CDM 시장의

16)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원활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란 감축의무에 따른 할당량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잉여분
을 배출권으로 시장에 판매하여, 할당치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의무를 준수하는
제도이다. 배출의무국이 개도국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감되는 온실가스
의 일부를 배출권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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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를 차지할 것이며, 수입액은 105억~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도 하다.17) 중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개도국으로서, 지구적 기
후변화로 인한 충격과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일찍이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
서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관련규
정에 따르면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면제된 개도국으로서 CDM을 기초로
프로젝트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비
교적 낮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CDM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UN
의 CDM 사업 집행이사회(EB)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계
각국이 UN에 이미 등록한 CDM 사업은 총 890개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 중국이
등록한 것이 전체의 16.52%에 달하는 147개로서 인도(33.82%)에 이어 2위를 차
지한다. 하지만 중국이 등록한 사업의 규모가 대체로 커서 총 감축량으로 보면 세
표 15-3. 각국의 CDM 프로젝트 수 및 감축량 통계표(2007년 말 기준)
국가

프로젝트 수

프로젝트 감축량

수(개)

비중(%)

연간 감축량(TCO 2)

비중(%)

인도

301

33.82

28,247,348

15.03

중국

147

16.52

90,956,948

48.38

브라질

113

12.70

17,413,991

9.26

멕시코

100

11.24

6,899,845

3.67

칠레

22

2.47

3,973,232

2.11

말레이시아

25

2.81

2,113,545

1.12

한국

16

1.80

14,352,204

7.63

기타 국가

166

18.65

24,052,891

12.79

총계

890

100

188,012,004

100

17) 문익준(200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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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체 연간 감축량의 48.38%에 달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
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해 모두 상당히 큰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탄소시장의 경
우에는 오히려 상당한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환경시장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CDM 사업에 종사하는 기
업(배출권 판매자)은 대체로 해외 구매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못
표 15-4. 중국의 CDM 사업 관련 주요 정책
시행일
2005.10

관련 정책

주요 내용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
CDM 프로젝트의 관리, 관련기관, 실시절차 등
(淸潔發展機制項目運行管理辦法)
ᆞ재생에너지를 에너지분야의 우선순위에 두고 중
장기 총량목표 설정
ᆞ국가 송전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송전 및 세제
혜택 부여

2006.1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2006.1

｢에너지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석탄, 전력, 원자력, 석유ᆞ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장려, 제한, 폐기 구분 명시
(能源産業結構調整指導目錄)

2007.6

ᆞ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본이념, 원칙, 목
｢중국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 표 및 입장
(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案)
ᆞ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조치 및
국제협력 등

2007.6

｢중국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전문행동강령｣(中國應對氣候變化 발전계획요강｣에서 에너지와 환경분야 기술 발전
科技專項行動)
을 우선순위로 설정

2007.8

｢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및 목표, 정책
조치 제시
(可再生能源中長期發展規劃)

2008.3

｢재생에너지 발전 11차 5개년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계획｣(可再生能源發展十一五規劃) 및 우대정책 제시

2008.1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자원절약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
및 에너지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소
동｣(中國應對氣候變化政策與行動)
비구조 고도화 등

자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http://www.ndrc.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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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제시장에서 통행되는 거래방식, 거래가격, 거래과정 및 거래수속 등에 대해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CDM 배출권 거래는 규
범적이지 못하며 국제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18)
중국은 CDM 사업의 활성화와 규범화를 위해 2005년 10월 12일부터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CDM 프로젝트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하
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CDM 프로젝트 신청, 심사, 통과, 감독은 국가발전개혁위
원회(NDRC)에서 책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액(CERs: certified reduction emissions)은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CDM 프로젝트
로 인한 수입은 국가와 프로젝트 실시업체의 공동 소유이고, 업체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국가에 수입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또한 중국 CDM 펀드센터
가 재정부 소속 사업부서로서 2007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
며, 국무원의 허가로 설립된 CDM 펀드는 장기적, 비영리 국가기금으로 국가기후
변화 대응전략을 지원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CDM 펀드의 주요 펀드원은 정부가
CDM 프로젝트의 거래액 중 규정된 비중에 따라 취득한 수입, 그리고 세계은행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기증 및 기타 자금,
펀드센터의 영업수입, 국내외 기구 및 개인의 기증과 기타 자금, 국무원에서 비준
한 기타 수익원 등이다. 펀드는 주로 직접자금을 기증하고 특혜 대출을 주거나 기
타 방식을 결합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친환경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전략, CDM

18) 이는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것으로 중국 CDM 시장의 경우 투명성이 낮고 계약조건 변경 등
이 잦아 사업의 안정성이 아직 낮으며, 이로 인해 중국 CDM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세
보다 톤당 2~3유로 싸게 거래되고 있다.
19) 이는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淸潔發展機制項目運行管理辦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
며, ① HFCs, PFC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CERs)의 65%를 납부, ②
N2O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의 30%를 납부, ③ 본 제4조에 규정한 중점
영역 및 식수조림 등 유형의 CDM 항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의 2%를 납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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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등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이용된다. CDM 펀드의 관리방법은 2008년 하
반기에 발표되었으며, 펀드징수, 자금기부, 은행담보, 유상자금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주로 중국업체를 지원하고 중외합자기업에도 지원이 가능
하지만, 현재 외자업체는 독자의 형태로 중국 내 CDM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
으며, 반드시 합자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또한 중국업체와 합자 시 중국업체가 다
수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지원방식은 아래 [표 15-5]와
같다.
표 15-5. 중국 CDM 펀드의 주요 지원방식
지원방식

내용

무상 자금지원

- 매년 지방정부는 중앙펀드관리위원회에 주요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자금
소요안을 보고한 후, 펀드관리위원회에서 자금 기부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최종 CDM 프로젝트 실시업체에 자금을 제공

유상 자금지원

- 대출 우대
ᆞ 주로 CDM 프로젝트 시행업체를 위해 보증을 선 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은행에 위탁하여 업체에 대출을 주기도 함. 대
출 이율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기술 지원

- CDM 펀드 관리위원회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업체에 관
련 정보 제공
- 펀드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CDM 전문가들을 통해 CDM 프로젝트 신청,
기술 등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술지원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제공분야
에 따라 다름.

융자 제공

- CDM 프로젝트에 출자해 주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융자
- 은행 저축, 국채 구매를 통해 향후 금융 투자자금을 확대할 예정

기타 홍보사업

- 주로 업체들의 CDM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CDM 포럼,
설명회 등을 조직함.
- 일반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업무도 진행함.

자료: 中國淸潔發展機制網(http://cdm.ccchin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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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CDM 개발 및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2009년 9월 현재 중국정부가 승인, 발표한 CDM 건수는 2,200여 건으로 2006
년 19건 대비 100배 이상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가 승인한 2,200여 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CDM 프로젝트가 전체의 65%(수력발전 프로젝트 43%,
풍력발전 프로젝트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층 가스 재이용,
콘크리트 여열발전, 강철배기가스 재이용 등의 새로운 방법도 허가되기 시작하였
고, 해당 프로젝트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도 수소화불화탄소(HFCs) 프로젝트는 전체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CO2 배출감
축량은 가장 많은 상황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CDM 프로젝트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크게 에너지의 사용절약과 효율 개선, 에너지의 대체사용, 재생에너지 생산, CO2
의 포집, 조림 등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이는 각국마다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분야가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효
율 개선,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등에 CDM 프로젝트의 중점이 놓여 있다. 재생에
너지 분야는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바이오매스 등을 들 수 있고,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자동차엔진, 시멘트 생
산공정의 CO2 저감 설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분야로는 석
탄광산의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공업분야의 CO2 포집 및 이용, 쓰레기 매립을
통한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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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6. 중국 CDM 프로젝트 주요 분야
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내용
전력생산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전력생산 석탄청정액화 발전, 천연가스와 증기를 결합 발전

에너지효율 개선

자동차
기타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에너지

기타

농업

ᆞ천연가스 자동차, 연료자동차, 고효율자동차 엔진 생산
ᆞ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ᆞ도시조명의 태양광 또는 LED 전환
ᆞ에어컨 냉각 효율제고
ᆞ석탄광산의 메탄가스 회수 발전
ᆞ공업분야의 CO 2 포집 및 이용
ᆞ쓰레기 매립을 통한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ᆞ쓰레기 소각을 통한 발전 및 난방
ᆞ오수처리 관련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ᆞ비료 시비 개선
ᆞ조림

자료: 東莞市淸潔生産科技中心(www.dgcp.org).

중국정부가 승인한 CDM 프로젝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운남성, 사천성,
내몽고 등 경제발전이 낙후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풍력발
전 프로젝트는 연해지역, 내몽골, 신강 및 동북3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수
력발전 프로젝트는 사천성, 운남성 등 서남지역에, 불화유황(SF6)은 주요 석탄산지
인 산서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여열 재이용 프로젝트는 명확한 지역분포가 나
타나 있지 않지만 철강과 콘크리트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승인한 2,232
건의 CDM 프로젝트 중 640여 건이 UN CDM 이사회(EB)에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평균 예측 CERs이 약 1.5억 톤으로 이미 EU의 현재 실제 감축량을 넘어서
는 규모이다.20)

20) 華富財經(http://www.quamnet.com/wmfundschinanewscontent.action?articleId=
1352642&listSectionCode=NEW_C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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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7. 중국 지역별 CDM 프로젝트 수
지역
云南
山东
浙江
江苏
广东
安徽
宁夏
北京

프로젝트 수 지역
264
四川
109
甘肃
86
湖北
72
广西
55
辽宁
49
陕西
22
青海
13
天津

프로젝트 수
226
104
78
71
55
48
19
7

지역 프로젝트 수 지역
内蒙古
148
湖南
山西
90
河北
河南
73
贵州
福建
65
黑龙江
吉林
54
江西
重庆
47
新疆
海南
15
上海
西藏
0
합계

프로젝트 수
136
86
72
60
49
46
13
2,232

자료: 中國淸潔發展機制網(http://cdm.ccchina.gov.cn).

한편 외국기업의 중국 CDM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은행, 투자펀드, 정부관련 회사 등이 주를 이루는 등 서구 선진국의 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관련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 중개업 등 CDM 연관산업이 함께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 CDM
시장에 진출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상사 및
전력회사 등을 중심으로 최근 적극적인 중국 CDM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5-8. 외국기업의 중국 CDM 시장 진출 현황
국가

기업명

일본

JCF(Japan Carbon Fund),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三井物産, 中部電力, Toyota
通商, 關西電力, 丸紅, 三菱商社, 新日本製鐵, 住友商社, 東京電力

영국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s, Shell Trading, Carbon Investment, ICECAP,
SCC(Sindicatum Carbon Capital), CAMCO, CCC(Climate Change Capital),
EcoSecurities, Arreon Carbon UK Ltd, Trading Emission PLC, CRM
(Carbon Resource Management)

네덜란드

Rabobank, Fortis Group, China Carbon Fund, Essent Energy Trading,
Energy System International

독일

Vattenfall Europe AG&Co.KG, 3C Consulting Company, RWE Power
Company

스웨덴

Carbon Manage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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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8. 계속
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기업명
ENEL Italian Electric Power Company
ENDESA Power
MGM Carbon Portfolio, EIB(Europe Investment Bank), Europe Carbon
Fund

프랑스

ORBEO, EDF(Electricity de France)

벨기에

JI/CDM Plan

스위스

South Pole Ltd.

핀란드

Finnder

필리핀

ADB(Asian Development Bank)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한국

Natsource
NCC(Noble Carbon Company)
JI/CDM Plan, World Bank
한국전력, 에코프론티어

자료: 中國淸潔發展機制網(http://cdm.ccchina.gov.cn).

그림 15-1. 국가별 중국 CDM 시장 참여 현황

UN EB에 등록된 중국 CDM 프로젝트의 투자국별 연간 예측 배출감축량은 영
국이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일본, 네덜란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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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 8%의 온
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미국은 중국의 CDM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해 적극적으로 온
실가스 배출저감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 중국 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의 전략
세계는 탄소시장의 선점을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탄소시장은 배
출권 거래는 물론이고 에너지시장, 금융시장 등 온난화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의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녹색성장 추진동력 개발전략과
함께 국내에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지원 보조에 맞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과 관련한 비즈니스 참여 및 사업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탄소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탄소시장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발표될 경우
탄소라벨링제도,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21)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후변화협상이 UN 차원에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갖고 있어, 2012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동
21) 현재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개인배출권제도,
모의 거래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 등이 추진 중이다. 단순한 현물거래(Spot Trading)에서
벗어나 선물거래(Futures Trading) 기능과 국가온실가스 의무감축할당량(AAU)의 할당방식에
유상입찰경매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 특징이다.

80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포스트 교
토의정서 체제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내용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
에서 개최될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면밀한 준비 없이 국제협상 결과에 의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생산활동을 축소
할 수밖에 없어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탄소시장은 우리기업의 새로운 사업진출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 진출 유망분야
중국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2008년 7월까지 진행된 CDM 사업을 살펴보면
EB에 등록된 사업이 총 244건으로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
가 170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 수력과 풍력이
각기 91건, 6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과 에너지효율 개선이 각기 22건, 21건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CDM 사업은 이와 같이 대부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구조의 개선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려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22) 즉, 최근 고도성
장에 따른 중국의 전력 수급 곤란과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맞
추어 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효율 개선,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등에 CDM 사업
이 집중되고 있다.23)
22) 김주영(2009), p. 24.
23) 중국은 현재 기술과 자금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CDM 프로젝트
에 대한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CDM 개발사업의 중점
분야로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메탄가스와 석탄층의 가스 회수 및 이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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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국의 CO2 배출량은 미국을 제치고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배출량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CDM 시장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 및 구미지역
선진국의 CO2 감축비용이 톤당 256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CDM 개발
에 따른 CO2 감축비용이 선진국 대비 1/10에 불과한 25달러로 가격경쟁력에 있어
서도 그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시행 가능성이 높은 다
수의 CDM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기업의 이
분야 진출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
오매스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Clean Energy)가 존재하며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매우
크다. 즉, 중국 서남지역에는 풍부한 수력자원이 존재하며, 내몽고ㆍ티벳ㆍ타림 등
의 지역에는 풍부한 태양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고 동남연해지역, 내륙의 동북지역,
감숙 및 신강 지역은 풍부한 풍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선진국 대비 10% 가량 낮은 33%로, 발전, 철강, 화공 등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분야에 있어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분야에서도 CDM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5-9.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CDM 시장 진출 유망분야
분야
에너지효율 개선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특징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
풍력ᆞ태양광발전, 소수력/수력, 바이오매스 발전 등
생활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포집, 소각 및 발전, 축산폐기물을 이용
한 바이오가스 관련 산업

중국 CDM 시장진출 유망분야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정부가 장려하고
야를 설정하고 있으나 관련된 기술 및 자금의 투입이 적은 편이다. 반면 비중점분야인 수소화불화
탄소(HFCs) 계열의 프로젝트 개발과 승인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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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메탄가스의 회수 및 이용 분야
등 3대 분야의 전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
면서 발전, 철강, 시멘트 분야의 에너지 과다사용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이 현안과제
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CDM 시장 진출
에 있어 유망분야로는 국내기술의 상대적 우위를 기반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
생에너지 분야, 폐기물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포집, 소각 및 발전, 그리고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의 시장잠
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내 오폐수 처리와 석유화학산업
의 증가로 인한 HFCs, N2O 관련 분야도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관련 CDM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체로 풍력이나 수력의 경우 하나의 CDM 프로젝트에서 수만 CERs을 획득하는 데
불과하지만, HFCs, N2O 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4)
나. 진출전략
2012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 감축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집
권 이후 녹색뉴딜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총
량규제법안이 의회에 계류된 상태로 조만간 의회 비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CDM 관련 정책변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CERs에 대한 소유권 비율을

24) 김주영(2009),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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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 중국 내 CDM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서
CERs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주)은 2005년 감숙성 풍력발전(49.3MW)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
내몽고 풍력발전(139.4MW) 사업을 추가하여 중국 내 풍력발전사업의 기반을 구
축해가고 있다. 2008년에 한국전력은 중국 내몽고와 감숙성에서 중국 최대 발전회
사인 다탕(大唐)그룹과 99.5MW의 풍력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계약했으며, 중
국 내 총 517.5MW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에코프론
티어(Eco Frontier)는 중국 산동성 제남의 프레온가스 제조업체인 차이나플루오르
(CFT)에서 CDM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경 RTS 사와 합자로 매립지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CDM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단계로 선진국 기업의 실적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CDM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
국정부의 유관정책에 부합하는 CDM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
국의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DM 중점분야에 적합
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CDM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내 유력한 합작파트너의 선정과 확보라고 할
수 있다.25) CDM 프로젝트가 대체로 에너지 및 환경분야 등 중국 내 공공 및 국
가기간산업 성격에 해당되는 분야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보다는 정부산하 국유기업이 합작파트너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후속사업과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재무적ㆍ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기
25) 중국 내 유력한 합작파트너의 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김주영(200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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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모에 있어서 대기업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DM 프로젝트의 성패는 중국정부의 승인 외에도 UN CDM 이사회(EB)
의 등록 및 CERs 발급 가능 여부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가 승
인한 CDM 프로젝트는 2,200여 건이며, 그 가운데 UN CDM 이사회가 CER을
승인한 건수는 전체의 29% 정도에 달하는 640여 건으로 과거에 비해 일정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UN CDM 이사회(EB)의 복잡한 수속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 CDM 프로젝
트의 낮은 품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DM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의
설정, 방법론의 채용, 프로젝트 구상서(PIN: Project Idea Notes), 프로젝트 설계서
(PDD)의 작성이 중요하다. 반면 현재 중국 국내적으로 CDM 분야는 신생 사업분
야로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CDM 방법론, CD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
는 인재, 고품질 PIN, PDD 작성 전문가, 양질의 CDM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로부터 승인을 순조롭게 받기 위해
서는 중국 파트너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구상서(PIN)와 프로젝트 설계서(PDD)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중국 내 CDM 전문가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의 CDM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UN CDM 이사회(EB)의
승인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CDM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인 사항임에 분명하다. 또한 잠재력 높은 CDM 프로젝
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정부에 프로젝트 관련 일정 범위 내
우리기업의 기술이전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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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
환경문제는 한ㆍ중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였으며, 최근 들어 기
후변화 이슈를 포함하여 환경문제 및 환경협력이 양국 정상회담의 상설의제로 다
루어져 왔다. 또한 1993년에 체결된 한ㆍ중 환경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한ㆍ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양국 환경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채널 기능을 수
행해왔다. 즉, 2008년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황사공동연구, 동아시아 산성강하
물 모니터링 네트워크, 환경교육, 중국 서부지역 생태계 및 환경보호사업 등을 논
의해왔다. 1995년 이후로는 한ㆍ중 환경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황사 및 사막화
방지 공동대처,26) 한ㆍ중 환경산업투자포럼 개최의 정례화, 중국 환경 관련 관리
및 기술자의 장단기 연수 실시, 대외협력기금(EDCF) 환경분야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한ㆍ중 환경기술 공동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외에도 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 환경협력계획(NEASPEC), 동아시아 산성비 모
니터링 네트워크(EANET),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등 동
아시아 차원에서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진행해왔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한ㆍ
중 양국은 아ㆍ태지역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이전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ㆍ태기후변화파트너십(APP)에 함께 참여해왔다.
한편 2002년 이후 한ㆍ중 양국은 환경산업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한ㆍ중
환경산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환경부차관, 연구기관, 산업체 관계자의 참여하
에 시장, 정책, 제도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외에도 2004년 이
후에는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기술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중국
26) 특히 황사와 관련하여 한국은 기상청 주도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중국 내 내몽
고 등에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봄철 황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OICA 주도로 중국 내 황사의 발원지인 서부지역 사막화 방
지를 위한 산림복구 및 임업생태조건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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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제환경전시회에도 환경산업 협력단을 파견해왔다. 환경기술과 관련해서는
2003년 12월에 개최된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까지 대기, 정수, 하ㆍ폐수, 폐기물, 측정분석장비 등 5개
분야의 총 49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총 168명의
중국 환경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해왔고, 산업분야의 환경협력을 위한
한ㆍ중환경산업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한ㆍ중 간에는 주로 월경성오염에 해당하는 황사,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
질, 황해오염 등과 관련하여 주요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논의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황사관측 및 실시간
정보공유, 오염물질의 이동 및 실태 조사, 환경산업 협력 등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해서는 유
럽방식의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황사문제와 관
련해서도 공동관측망과 공유시스템 구축의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협력체제의 불안
정성과 비용부담의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사업 위주의 협력이 갖는 불안정성이
상존하며, 중국 측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협력 유도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유력한 환경협력의 대상이며,
환경시장의 측면에서 일종의 ‘블루오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10년) 환경부문에 총 1조 5,000
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의 CDM 시장 또한 2010년에는 105억~140억 달
러에 달하는 전 세계 CDM 시장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환
경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새로
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 분명하다.
한ㆍ중 환경협력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자면, 우선 양국의 녹색성장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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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 등 자원의 효율화와 같은
경제적 수요와 연계된 협력, 환경기술 및 설비와 환경관리제도의 통합을 위한 협력
등을 통해 쌍방간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환경주권’에 대한 집착을 고려하
여 의무할당(CAP)을 통한 구속적 협력체제가 아닌 기술협력 및 제도이전 중심의
비(非)구속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간의 협력 경험을 토대로
양국간 환경협력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한ㆍ중 환경협
력 공동위원회’와 ‘한ㆍ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한ㆍ중 환경협력
에 있어 가장 진전을 이룬 황사대응분야와 관련하여 황사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시
스템의 상설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밖에 한ㆍ중 양국은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력채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중국 CDM
시장의 진출을 위한 정부간 협의채널로서 ‘한ㆍ중 기후변화정책포럼(대화)’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 및 정보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조림 등 분야의 CDM 사업의 공동개발과 한ㆍ중 또는 동북아 탄소시장의 공동정
보망 구축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지자체간에도 그린시티 등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
해 에너지 자립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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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1990년대 이래로 세계물류시장은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왔다. 우선, 세계
화의 진전에 따라 초국가적 기업경영이 확산된 결과, 중국ㆍ인도ㆍ 브라질ㆍ러시
아 등 소위 거대 신흥시장들이 세계교역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
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거대 물류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형성이 촉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물류
시장의 급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과 ASEAN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거점이 대거 이전된 결과 생산과 수출 거점으로서 교역규모가
급성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교역이 급신장하
면서 중국을 기종점으로 하는 물류네트워크가 전 세계 물류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현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1)
또 이 같은 변화는 각국의 물류허브화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국
가들 가운데 특히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이 경쟁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상해, 부산,
광양, 고베, 요코하마 등 동아시아-태평양 간선항로를 잇는 지역 내 물류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물류 인프라
와 제도 확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힘을 쏟음으로써 이 지역 물류산업의 발전과 시
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물류인프라에 대한 과
잉ㆍ중복 투자와 각 물류기지들 사이의 과당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2)

1) 예컨대 동북아지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2.4%에서 2003년 25.5%로 증가
했으며, 상품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국가별 교역액 비중을 살펴볼 때 1992년 1,660억 달러로 세계
교역량의 2.2%를 차지했던 중국은 2003년 8,510억 달러로 5.7%를 차지해 무려 412.7%의 증
가율을 나타냈고, 2005년도에는 1조 422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교역량의 6.9% 비중을 차지했으
며,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26.5%의 비중을 차지해 단일 국가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ᆞ독
일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교역대국으로 부상했다. 임종관 외(2004), pp. 11-12, pp. 46-48;
WTO(2006),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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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은 바로 중국의 교통물류시장 및 관련 산업
의 급성장 추세이다. 그동안 중국의 교통물류부문은 물류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후진적이라고 평가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물류의 새로운 강자로 변모하고 있다.3)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는 동부 연해지역 경제성장거점들을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해온 물류니즈와 함께 중국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교통물류분야는 그동안 인프라 부족과 비효율성, 그리
고 낙후된 기술수준 등으로 인한 물류의 병목현상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
어 왔으나,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각종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며 중장기적인 물류현대화계획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급속한 개혁과 발전
이 진행 중이다. 중국의 물류현대화계획은 급증하는 대외교역을 뒷받침하는 동시
에 교통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
으로서, 초기에는 주로 연해지역 항만도시들을 중심으로 각종 물류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춘 국제적 물류거
점 구축을 지향해왔고, 최근에는 주요 지역의 철도ㆍ도로ㆍ항공운송 인프라와의
연계 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내륙물류거점의 마련에도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내륙
과 연해지역 간의 균형적인 교통물류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업체들과 로컬기업들 간에 시장점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끊임없는 하드웨어의 확충
은 물론이고 물류전문 기업 및 인력의 육성, 물류서비스의 고급화, 물류기술 및 정
보능력 확충, 그리고 물류부문의 정책 및 구조조정을 통해 자국 시장 및 동북아지

2) 길광수(2008), pp. 18-19.
3) 예를 들어 항만물동량 처리실적을 보면, 1998년까지만 해도 세계 30위권 항만에 홍콩을 제외하고
는 단 1개만 랭크되어 있던 중국 항만은 2002년 선전, 칭다오, 톈진, 광저우 등 4개 항만이 추가
되었고 2004년에는 샤먼이 추가되어 홍콩을 포함해 8개 항만이 이미 세계 30위원에 진입하였다.
김형기, 이장원, 문종범(2007), pp.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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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물류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물류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약진은 그동안 동북아 물류허브를
목표로 해온 한국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 목표
자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
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및 로컬기업들
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발판으로 하는 중국이
동북아 전체의 물류시장마저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교통물류시장과 관련 산업은 투자환경의 개선과 시장진입
가능성의 확대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경쟁 지향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물류거점화 전략도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군
다나 세계교역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
면, 역내국가들 간 교통물류 효율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동반성
장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는 중국 교
통물류부문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한ㆍ
중 간 교통물류부문의 협력적 발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주요 현황
가.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동반성장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은 무엇보다도 개혁ㆍ개방 이래 고도 경제성장
의 지속과 대외무역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거대 물류 니즈의 창출이다. 개혁ㆍ
개방 기간 동안 중국경제는 대체로 평균 10%대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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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9%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그림 16-1. 중국 GDP 및 성장률 추이

자료: 中國統計年鑑(2008); 中國統計摘要(2009); KITA 중국경제 DB 재작성.

그림 16-2. 중국 수출입 총액 및 증가율 추이(2004~08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09. 2), 200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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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림 16-2]에서 나타나듯이, 비록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다소
간의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출 총액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고, 지난 5년 동안의 수출입 총액은 연평균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외국인직접투자(FDI)액 역시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왔고, 2008년의 경우 비
금융영역에서의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2만 7,514개 기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924억 달러
로서 전년대비 23.6%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4)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외 교역의 확대에 따라 중국의 물류수요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6-3]에서와 같이 중국의 사회물류 총액은 지난
2000년의 17조 위안에서 2008년 89조 9,000억 위안을 기록해 연평균 23%가 증
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같은 기간의 중국 GDP 증가율 14.8%에 비해 1.6배
성장세를 보인 수치이다. 또 [그림 16-4]에서 중국 컨테이너물동량이 세계에서 차
그림 16-3. 중국 사회물류총액 추이

자료: 정봉민(2009) 재인용.

4) 中國國家統計局(2009. 2), 2008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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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중국 GDP 및 물동량 세계 비중

자료: 정봉민(2009) 재인용.

그림 16-5. 중국 물류부문 고정자산투자 현황

자료: 丁俊發(2006), 中國物流發展報告(2006~2007).

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7.4%에서 2008년 27%로 급속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중국 GDP의 세계 비중 증가폭(1.7%→6.4%)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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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는 수치로서, 이 같은 현상은 물류에 대한 경제성장 의존도 증가 추세를 방
증하는 것이라 하겠다.5)
한편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1
차 5개년계획 기간(2006~10년) 동안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제성장방
식의 전환을 통해 물류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절감을 주요 목
표로 설정하고 있는바,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라 물류비 비중 감소세는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의 물류부문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
국의 물류부문 고정자산투자액은 1991년 357억 5,000만 위안(약 50억 500만 달
러)에서 2006년 1조 990억 위안(약 1,538억 6,000만 달러)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하여, 교통운송, 창고시설 등을 포함한 물류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0차 5개년계획｣ 기간(2001~05년) 중 물류부문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물류 인프라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성장 배경: 중국의 물류현대화 정책
중국의 교통물류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를 중심으로 중ㆍ장기적인 국민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대대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
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 산하의 7개 관련 부처 및 각급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6)

5)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물류총액’이라는 개념은 제조업, 농업, 수입 등의 제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제반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한 물류수요의 총량을 일컫는다. 그러나 유통되는 물품
가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물류산업의 규모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6)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상무부, 교통부, 철도부, 민항총국, 해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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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물류관련 정책의 수립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계획 요
강｣(이하 ｢10차 5개년계획｣(2001~06)으로 칭함)과 2001년 3월 1일에 국가경제무
역위원회 등에 의해 공표된｢중국현대물류발전 가속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
견｣(2001)으로 칭함)을 통해서였다.
2000년 10월 중공 제15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0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차원에서 상무유통, 교통운수, 물류배송,
복합운송 등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물류부문 발전 계획이 제기된 직후
2001년 3월 제9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통과된 ｢10차 5개년계획｣에 물류배송, 주
선사업, 복합운송, 유통업, 운수업 및 우편 서비스업 등의 공급능력과 수준을 적극
향상시킨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경제계획에 물류
부문의 발전계획이 공식적인 중점 항목으로 포함되었다.7)
｢의견｣(2001)은 시장 지향적인 물류원가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중심으
로 중국기업 및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요지의 물류부문 발전 지도사상을 제
기하고, 물류서비스시장의 육성, 물류기지건설, 정책 및 법규 정비를 통한 거시적
환경 조성 등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물류현대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8)
이의 후속 조치로서, 2004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안부 등 9개
부서 및 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국현대물류업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은 물류부문에
대한 정부의 감독, 관리,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관리방식의 개혁, 시장질서 정돈,
대규모 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에 대한 융자제도 확충, 물류시장의 개방, 물류시
설 조정 및 물류센터 건설, 교통관리의 체계화, 선진국 수준의 물류전용차량 및 설

서 등에서 물류업무를 담당.
7)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
十個五年計劃綱要｣.
8) 國家經貿委ᆞ鐵道部ᆞ交通部ᆞ信息産業部ᆞ外經貿部ᆞ民航總局引發, ｢關於加快我國現代物流發展的若干
意見｣的通知(國經貿運行[2001]18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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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확대, 물류표준화 체계 수립, 물류정보화 수준 향상, 물류업 종사자의 자질 향
상, 정부 유관부처간 협조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했다.9)
이러한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는 ｢10차 5개년계획｣(2001~06) 기간 중 주요 정
책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하고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물류관련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 가속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물류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계 물류기업 및 제3자 물류(3PL)기업의 중
국 물류시장 진출 확대,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투자 확대전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11차 5개년 규획｣에서도 승계되었다. 2005년 10월 중공
제16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1차 5개년규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
물류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제정이 건의된 이후, 2006년 3월의
제10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비준된 ｢11차 5개년 규획｣은 중공 제16기 5중전회의
건의와 20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제정한 ｢전국현대물류산업발전계획요강｣
을 반영해, 제4장과 16장에 각각 현대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이 단일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11차 5개년 규획 요강｣에는 현대 물류관리 기술 확대, 기업 내부 물류사회
화 촉진, 전문 물류기업 육성, 제3자 물류 발전, 물류 표준화 체계 건립, 물류 신기
술 개발 이용 강화, 물류 정보화 추진 내용뿐만 아니라, 물류 기초시설 건설 강화,
대형 물류단지 조성, 지역 물류센터 발전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11차 5개
년 규획｣ 기간 동안 물류산업의 전략적인 목표와 중점 프로젝트들을 명확하게 제
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에 포함된 서비스산업 및 기타 관련 산업들의 지위를
확립하여 중국 물류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10)
9)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ᆞ商務部ᆞ公安部ᆞ鐵道部ᆞ交通部ᆞ海關總署ᆞ國家稅務總局ᆞ中國民航總局ᆞ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 ｢關於促進我國現代物流業發展的意見｣.
10) ｢中共中央關於制定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 ｢中華人民共和國國民
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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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5개년 규획｣에서는 특히 ‘지역물류발전’, ‘녹색성장정책’을 강조하고 있
어 그 전개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물류발전은 ｢물류산업조정과 진흥계획
(2009)｣에서 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고, 교통운수부에서 환보하이만 지역과
대만해협서안(西岸)권역11)의 도로ㆍ내륙수운 인프라 현대화 계획 등을 마련해 지
역물류의 발전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거시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에 물류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자체를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발
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단위 물류단지 건설 및 물류기초시설의 네트워크시스
템을 정비하고, 물류시장개방, 시장규범화, 물류관련 재정 및 세수, 통관, 금융 등의
정책과 제도 등을 각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는 세부지침들을 공표하고 있다.
｢물류산업조정과 진흥계획｣(2009)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실물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 2009~11년 동안의 중국 물류산업의 구조조정
과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물류분야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
고를 강화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물류의 발전 차원에서 시장수요, 산업배치, 상품유통, 교통여건, 지역
계획 등에 따라 전국을 ‘9대 물류구역, 10대 물류통로, 물류허브도시’로 구획화하
여 각 지역간 물류산업 배치를 최적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맹목적 투자와 중복건설을 방지하고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화북, 산동반도, 동북ㆍ동남연해물류구역은 제조
업물류, 국제물류, 상업물류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현대물류기업을 우선적
으로 육성하고, 서북과 서남물류구역은 물류기초인프라 확충과 지역물류환경 개선

11) 해협서안(海峽西岸)권: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등 푸젠(福建省)성 중심의 가공무역, 화교경제권
역으로 중국의 10대 도시군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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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지역간 물류산업 배치의 최적화 계획
구분

9대 물류구역

명칭

주요 지역

① 화북물류구역

베이징, 톈진 중심

② 동북물류구역

선양, 다렌 중심

③ 산동반도물류구역

칭다오 중심

④ 장강삼각주물류구역

상하이, 난징, 닝보 중심

⑤ 동남연해물류구역

샤먼 중심

⑥ 주강삼각주물류구역

광저우, 선전 중심

⑦ 중부물류구역

우한, 정저우 중심

⑧ 서북물류구역

시안, 란저우, 우르무치 중심

⑨ 서남물류구역

충칭, 청두, 난닝 중심

① 동북지역과 관내지역 물류통로
② 동부지역 남북물류통로
③ 중부지역 남북물류통로
④ 동부연해와 서북지역물류통로
10대 물류통로

⑤ 동부연해와 서남지역물류통로
⑥ 서북지역과 서남지역물류통로
⑦ 서남지역의 출해물류통로
⑧ 장강 및 운하물류통로
⑨ 석탄물류통로
⑩ 수출입물류통로

① 전국적 물류허브도시

베이징, 톈진, 선양, 다렌, 칭다오, 지
난, 상하이, 난징, 닝보, 항저우, 샤먼,
광저우, 선전, 정저우, 우한, 충칭, 청
두, 난닝, 시안, 란저우, 우르무치 등
21개 도시

② 지역적 물류허브도시

하얼빈, 창춘, 바오터우, 후허하오터,
스쟈장, 탕산, 타이위안, 허페이, 푸저
우, 난창, 창사, 쿤밍, 꾸이양, 하이커
우, 시닝, 인촨, 라싸 등 17개 도시

③ 구역적 물류허브도시

지방정부가 지정

물류허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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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타 지역과의 격차를 축소하며, 중부물류구역은 동서와 남북을 잇는 지리
적 이점을 발휘하여 3PL기업의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의 주변지역과 중부지역 6개 성(省)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부지역 교통물류허
브의 장점을 활용하고 해당지역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활용하기 위한 유기적 결합
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녹색성장’은 ｢도로ㆍ수로교통 과학기술 발전전략｣(2006), ｢현대교통업발전 가
속화에 대한 약간 의견｣(2007)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서, ｢11차 5개년 규획｣
(2006~10)에서는 ‘고투입-고소모-고배출-불균형-비순환-저효율’ 성장방식에서 ‘절
약발전-환경발전-안전발전-지속가능발전’ 성장방식으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을 제
기한 데 이어 ｢물류산업조정과 진흥계획｣(2009)에서도 계승되어 교통물류분야의
운송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교통물류의 필요
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 중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1) 중국의 물류인프라 개요12)
중국은 수출입 운송량의 급증에 대응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교통물
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사업을 진행해왔다. ｢10차 5개년계획｣ 기간(2001~
05년) 중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철도망계획｣, ｢국가고속도로망계획｣, ｢3개 중점
지역항만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이 외에도 항공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중장기
적인 종합 인프라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11차 5개년계획｣기간(2006~10년)에도
물류 기초인프라 건설, 물류단지 조성, 지역 물류센터 발전 등 물류인프라 건설 사
업이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물류수
12) 원동욱 외(2005); 이장원 편(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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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증가는 중국의 교통인프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2. 중국의 교통인프라 발전 추세
(단위: 만㎞)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2006연평균
증가율(%)

철도영업
연장
5.33
5.50
5.78
5.97
6.87
7.01
7.19
7.30
7.44
7.54
7.71

전철화
구간
0.17
0.42
0.69
0.97
1.49
1.69
1.74
1.81
1.86
1.94
2.34

1.94

8.01

도로연장

고속
도로

88.33
94.24
102.83
115.70
140.27
169.80
176.52
180.98
187.07
334.52
345.70

0.05
0.21
1.63
1.94
2.51
2.97
3.43
4.10
4.53

18.84

18.71

내륙수운 항공노선 항공국제
연장
연장
노선
10.85
19.53
8.12
10.91
27.72
10.60
10.92
50.68
16.64
11.06
112.90
34.82
11.93
150.29
50.84
12.15
155.36
51.69
12.16
163.77
57.45
12.40
174.95
71.53
12.33
204.94
89.42
12.33
199.85
85.59
12.34
211.35
96.62
0.57

6.00

11.82

자료: 中国统计年鉴(2007), p. 622.

2) 철도13)
중국 국내화물운송의 주요 수단인 철도 총 연장은 7만 7,100㎞(2006년 기준)로
지난 1980년 5만 3,300㎞에 비해 2만㎞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철도
총연장의 6%를 차지하고 수치로, 그중 전철화 구간은 1980년 1,700㎞에서 2006
년에는 2만 3,400㎞로 증가하였고, 2000~06년 전철화 구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8%에 달한다. 2006년 중국의 철도화물 운송량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8억
8,00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미국의 철도화물 운송량에 비해 10억 톤 가량이 많
고, 러시아 운송량의 2배, 인도 운송량의 4.8배에 달하는 양이다.

13) 中国物流发展报告(2006~2007), p. 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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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도는 세계 철도운송량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철도의 이용률이 매우 높
지만, 지금까지 폭증하는 인적, 물적 수송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중국 철도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중
장기철도망계획｣을 발표하여 ‘8종 8횡’의 주간선을 강화하고,14) 2020년까지 전국
철도 총 연장 10만㎞, 베이징-상하이 노선을 포함한 ｢4종4횡 여객운송전용 고속철
도 건설계획｣ 등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15)
3) 도로
중국에서 인프라 개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로로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전체 도로 인프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18% 이상에 달하고 있다. 도로연
장은 1980년 88만 3,300㎞에서 2006년에는 무려 257만㎞ 이상 증가한 345만
7,000㎞에 달하였으며, 그중 고속도로는 지난 1990년 500㎞에서 2006년에는 4만
5,300㎞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6년 말 현재 중국 도로 총 연장은 345만 7,000㎞이며, 국가고속도로망은 7
개의 수도(首都)방사선, 9개의 남북 종단선, 18개의 동서 횡단선으로 이루어져,
‘7918망(网)’이라는 약칭으로도 불린다. 2004년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
가고속도로망계획｣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2조 위안(약 2,762억 4,670만 달러)을
14) 8종: 베이징(北京)을 허브로 베이징-하얼빈(哈尔滨) 노선, 선양(沈阳)-광저우(广州)의 동부연해노
선, 베이징-상하이(上海) 노선, 베이징-지우롱(九龙) 노선, 베이징-광저우 노선, 다통(大同)-잔쟝(湛
江) 노선, 빠오터우(包头)-루저우(柳州) 노선, 란저우(兰州)-쿤밍(昆明) 노선. 8횡: 광저우를 허브
로 베이징-란저우노선, 다퉁-친황다오(秦皇岛), 션무(神木)-황화(黄骅)의 석탄운송(北) 노선, 타이
위안(太原)-더져우(德州), 창쯔(长治)-칭다오(青岛), 호우마(侯马)-르자오(日照)의 석탄운송 남(南)
노선, 롄윈강(连云港)-아라산커우(阿拉山口)의 대륙연계노선, 난징(南京)-시안(西安) 노선, 충칭(重
庆)-상하이의 옌쟝(沿江)노선, 상하이-쿤밍 노선, 쿤밍-잔쟝노선.
15) 4종: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우한(武汉)-광저우(广州)-선전(深圳), 베이징(北京)선양(沈阳)-하얼빈(哈尔滨), 항저우(杭州)-닝보(宁波)-푸저우(福州)-선전(深圳). 4횡: 쉬저우(徐州)정저우(郑州)-란저우(兰州), 항저우-난창(南昌), 창사(长沙), 칭다오(青岛)-스촤쟝(石家庄)-타이위안
(太原), 난징(南京)-우한(武汉)-충칭(重庆)-청두(成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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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 고속도로 총 연장을 8만 5,000㎞로 확장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5종 7
횡’의 국도 주간선을 완성하고, 특히 동부 연해지역의 도로확충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운송량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도로운송망이 연해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내륙
지역의 도로망 혹은 주요 지역간 연결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
도 지적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도로 인프라
에 대한 투자와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의해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도로운송은 지리적인 특징상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
로 보인다.
4) 항만
중국은 1만 8,000㎞의 해안선을 따라, 1억 톤 이상의 운송량을 처리하는 상하
이, 다롄, 친황다오, 톈진, 닝보, 칭다오, 광저우, 선전 등의 8대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 중국 내륙수로의 총 연장은 2006년 말 현재 12만 3,400㎞로, 1만㎞를 넘
는 성이 장쑤, 광둥, 쓰촨, 후난 등 4개 성이 있다.
2006년 말 현재, 중국 전체 항만 수는 1,400여 개에 달하며, 그중 132개 항만
이 대외개방 항만이고, 전체 선석 수는 3만 5,000개에 이르며, 그중 1,200여 개는
1만 톤급 이상의 선석이다. 최근에는 철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따른 운
송량의 급증으로 항만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항만인프라 확충이 가
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만 지역 항만건설계획｣을 발표하여, 2010년
까지 경제성장의 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항만구역에 전문화된 부두 건설계획
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 9월 15일에는 중국 연해지역 항만계획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연해항만배치계획｣을 발표하여 150여 개 연해항만을 환발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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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삼각주지구, 동남연해지구, 주강삼각주지구, 서남연해지구 등 5개 그룹으로 구
분해 항만의 전문화, 집약화, 대형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16-6. 중국의 전국연해항만 배치계획

중국의 항만 인프라 확충의 목표는 국제복합운송거점으로의 발전이다. 대표적으
로, 이미 인프라의 규모와 물동량에서 부산을 앞지른 상하이항은 항만ㆍ공항ㆍ철
도ㆍ고속도로ㆍ내륙수운을 연계시키는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있고, 상하이 푸둥의
4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0배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톈진 빈하이(濱海)개발
구 역시 환발해만 경제권역의 해운ㆍ항공ㆍ철도 복합운송 거점을 목표로 투자와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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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
중국은 고소득층의 증가, 국내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등
으로 급증하는 항공운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2000~06년 중국민항의 운항노선은 150만 2,900㎞에서 211만 3,500㎞로 60만㎞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제노선은 2000년 50만 8,400㎞에서 2006년에는 96만
5,200㎞로 증가하였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 ｢10차 5
개년계획｣ 기간(2001~06년) 중 21개의 공항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말 기준 147
개(동부지역 41개, 중부지역 25개, 서부지역 69개, 동북지역 12개)이며, 그중 정기
항공편 운항 공항은 142개에 달한다.
2007년 발표한 ｢전국민용공항배치계획｣(全国民用机场布局规划)에 따르면, 2020
년까지 중국은 민용 공항을 244개로 늘릴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방, 화동, 중남,
서남, 서북 등 5대 지역의 공항군을 형성할 계획이다. 동 기간 중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3대 허브공항의 인프라건설 강화, 서비스 수준 및 경쟁력 제고, 기
타 주요 공항의 인프라 확충, 공항 신설, 운송네트워크 구축 등에 총 4,500억 위안
(약 630억 달러)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 중국은 항공운송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이
미 지난 2002년 민항사업 개혁조치를 단행, 종전의 6개 항공사를 3개 항공사 및 3
개 서비스회사로 통합한 바 있다.

3.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및 문제점
가. 중국 교통물류시장의 발전 동향
현재 중국 교통물류시장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규모의 확대, 시장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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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역물류발전의 강조, 그리고 대외개방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시장규모의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대외교역 및 내수시장의 확대 등
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물류수요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GDP 성장에 대한 교통물류부문의 비중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한 공헌은 물론이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중국의 각종 물류현대화 관련 계획들이 물류서비스시장의 육성, 물류기
지건설, 대규모 물류기업 육성, 물류시장의 개방, 물류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물류 서비스업발전 촉진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물류의 아웃소싱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중국의 교통물류 관련 시장규모는 앞
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2) 시장의 세분화
물류 관리와 서비스의 전문적 분업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의 세분화가 진행되는
것은 물류시장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 역시 물류산업의
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문화된 물류시장과 물류서비스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물류시장은 수요의 확대와 전문업체들의 성장에 힘입어 슈퍼마켓물
류, 가전물류, 의류물류, 자동차물류, 에너지물류, 콘크리트물류, 철강물류, 위험물
물류, 담배물류, 의약품물류, 곡물물류, 냉동체인물류, 도서물류 등으로 각기 세분
화된 시장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물류시장의 세분화는 물류 효율의 향상과 물류
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중국의 물류시장은 전문 능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보화, 현대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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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화 된 첨단물류시장과 그렇지 못한 저가물류시장으로 이원화되는 특징을 나타내
고 있으며, 첨단물류시장의 경우 글로벌기업들의 진출 확대와 로컬기업들의 성장
으로 인해 날로 그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
3) 지역물류발전의 강조
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물류의 발전은 지역간 클러스터 형성과 연계를 강
조하고 있는 중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거시경제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
다. 중국은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생산력 분포, 인구분포, 자
원개발 및 공급능력 등을 고려해 국토자원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11
차 5개년 규획｣에서는 지역특화 전략으로서 ‘조합(산업클러스터 간의 통합)’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이미 도시간 클러스터의 발전 틀이 갖추어진 경진기(京津冀), 장강삼
각주, 주강삼각주 지역을 비롯해 최소한 10개의 광역도시군이 형성되고 있다. ｢물
류산업조정과 진흥계획｣(2009)에서 강조하고 있는 ‘9대 물류구역, 10대 물류통로,
물류허브도시’의 구획화 역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국 향후의
중국 지역물류네트워크는 이들 지역의 산업과 교통물류의 장점을 활용하여 각각의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일체화에 기반한 상호보완체계가 형성될 것으
로 보인다.
또 지역 교통물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우선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물류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서부지역에 10대 중점사업을 실시해 4,361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철도, 고속도로, 공항,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었다.17)
16) 劉秉鐮(2009) 참고.
17)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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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7. 중국의 10대 도시간 클러스터1)

4) 대외개방도
WTO 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는 교통물류부문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2005년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조치에 따라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중국 내 물류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외자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은 국제화물 우편 및 특
송업, 국제화물대리운송업, 해상운송, 물류 부동산업, 제3자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국제화물우송 및 특송업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화물운송 및 특송업의 경우 FedEx, TNT, DHL(EXEL) 등의 외자계
거대물류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좌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자동차물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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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항만물류에도 대규모 외자가 투입되고 있고 항만물류와 컨테이너운송은 외
국직접투자(FDI)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대표 분야가 되었다.
나.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문제점
1) 물류시장의 낙후성
중국의 물류부문은 아직까지 발전 초기단계로서, 시장이 미성숙하고 규범화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분야는 시장화 정도가 낮아 시장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물류시장의 효율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흔히 물류
비 비중이 사용되는데, 2006년 기준 중국의 물류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선진국이 10% 이내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물류비
가 총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평균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데 반해(다국
적기업 8%), 중국기업들은 40%에 달한다.
또한 유효수요의 부족과 전문 물류서비스 부재도 중국 물류산업이 미성숙단계
라고 보는 주요 근거가 된다. 물류의 유효수요 부족은 중국 물류산업에 있어 최대
표 16-3. 중국, 미국, 일본의 물류산업 주요지표
구 분

중국

미국

일본

GDP 대비 재고상품 비율

6%

1%

1%

제품의 재고기간(평균)

35~45일

10일 이하

10일 이하

운송 네트워크 밀도

1,344㎞/㎢
1,043㎞/명

6,860㎞/㎢
6,601㎞/명

높음

기업의 자금회전율

1~2회/년

높음. 월마트의 경우
20~30회/년

7~8회/년

GDP대비 물류비 비율

20%

9.9%

11.4%

3PL 비율

18%

75%

80%

자료: 郭懷英(2006), p. 65의 [표 16-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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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요인 중 하나로서, 이는 중국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규모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물류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운영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물류수요가 제대로 창출되지 못함에 따라 전문 물류서비스가 충분히
발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확대되고는 있지만, [표
16-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3자 물류(3PL)의 비율은 미국이 75%, 일본이 80%
인 것에 반해 중국은 아직 18%에 불과하다.
2) 교통물류 인프라의 부족
인프라의 시설, 기술 및 장비의 부족과 낙후는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항만의 경우 심수항로와 대형부두 등 하드웨어가
부족하며 정보화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의 수준의 낮고, 통관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공항 역시 소규모여서 화물운송능
력이 떨어지고 정보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의
경우는 기술장비의 표준화 수준, 그리고 서비스의 인식과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며, 도로운송의 경우 영세한 기업규모와 운송장비ㆍ서비스의 표준화ㆍ정보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18)
3) 여전한 진입장벽
중국정부는 WTO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을 충실히 이행해왔으나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아직 남아 있다. 수익성 높은 연안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
국적 선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개방된 분야라 하더라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24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통과된 ｢우정법｣수정안은 중국 내 택배(특송)
18) 정봉민(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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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내 우편물(편지, 공문서 등 서류) 배송
사업은 중국 우정기업이 독점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편물 특송에 대한 외자기업
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우정법 수정안 제5조, 제51조, 제55조). 중국 내외부에서
중국의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 관련부처에
서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당시 택배업의 시장개방에는 합의했으나 중국 우
정부문이 독점하고 있는 업무는 제외한다는 합의조항 및 1986년 제정된 ｢우정법｣
에서 우편물과 우편물 성격의 물품 배송은 우정기업이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 이유로 택배업의 대외개방 불가방침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자국 물류시장에서 외자계 물류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한 견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
4) 기타
그 외에도 중국정부의 물류관련 정책 조치 및 실행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지역(중앙-지방, 지방-지방)별 물류정책의 상이와 부처별 물류정책의 연계 미
흡으로 정책이 불투명ㆍ불확실하거나 빈번하게 변경되어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 경영독점, 지역봉쇄, 불공정 경쟁사례, 지방보호주의 현상 등에 대한 적절한 대
책이 부족한 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될 수 있다.
또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가 지역간 교통물류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구 및 교통인프라가 연해지역에 집
중되어 있어 도시-농촌 간, 내륙-연해지역 간 교통물류의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 이미 2006년 국가발전위원회와 상무부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외국자본의 진입이 중국 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중국 물류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독점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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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교통물류부문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발전방향
가. 한ㆍ중 간 경쟁과 상생의 접점 모색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바탕
으로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교통물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한 결과 이미
국제물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중
국 교통물류부문의 현대화 추세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
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태동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방안｣이 노
무현 정부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해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천, 부산, 광양을 동북아의
물류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산업-금융’의 복합적인 발전을 통한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20)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것
이 물류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항만의 역할과 발전 방안이다. 이는 섬과도 같은
지리적 환경에서 대외교역 의존도가 큰 경제적 특성상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만이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공항이 이를 뒷받침해야 가
능하다는 고려에서였다.21) 그러한 이유로 ｢동북아 경제중심화 전략｣에서도 항만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제자유구역(FEZ) 및 자유무역지대(FTZ) 설치를 통
한 국제물류거점화, 즉 동북아 허브항만 추진전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
에 따라 그동안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물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물류
20)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 8. 27),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21) 추창엽(200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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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재까지도 6개 경제자유구역 및 12개 자유무역지대를 중심
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 인천의 영종도, 송도, 청라지
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래 동년 10월 부산ㆍ진해와 광양만 일대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2008년 4월 황해(평택ㆍ당진),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의 3곳이 추가 지정되었다.
자유무역지대는 항만형의 경우 2004년 12월 지정된 부산항(938만 2,000㎡), 광양항
(904만 7,000㎡), 인천항(240만5,000㎡)에 이어 2008년 12월 평택ㆍ당진항(142만
9,000㎡)과 포항항(70만 9,000㎡)이 추가로 지정되었다.2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이들 지역을 동북
아의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
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력 및 유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년)에
이어 2006년 8월 새롭게 확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2006~20년)이 강조하고 있
는 글로벌 물류체계의 구축,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
의 강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육ㆍ해ㆍ공 통합물류체계 추진 등의 목표
도 경제자유구역 및 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 허브항만 전략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상승을 통한 대중국 물동
량의 증가와 중국항만의 인프라 부족 및 낮은 수심으로 인한 한국항만의 대중국

22) 자유무역지대는 항만형 외에 산단형 6개(마산,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공항형 1개(인천공
항)가 지정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외국인투자유치 전용
특별행정구역 수준인 데 비해 자유무역지대는 내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진흥을 위한 비관세지역의 특성이 강하다. 설치법령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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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 유치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이 대규
모 항만개발을 통해 중국 물동량을 자체 흡수하고 있고, 일본도 동북아 허브항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항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대규모 투자를 골자로 하는
수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23) 또 싱가포르, 대만 등 중화권도 자
체의 물류 인프라의 우위를 내세워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
해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크게 위협받고 있
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외지향형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로서 특히 해상운송에 국
제물류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항만물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
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물류허브화 발전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동북아 지역경제권 내에서 양국의 경쟁만 가열시킬 뿐이다.
더군다나 2008년 이래 세계 실물경기 위축의 결과로 물동량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
는 상황에서 지나친 경쟁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ㆍ산업구조와 국가발전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ㆍ중 양국은 분명히 강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상호의존과 역내 경제통합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2006~08년간의 수출입 물동량 증
가 추세를 보더라도, 한국의 대외교역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운의 경
우 물동량 증가율이 연평균 6%인 데 비해 인천 및 평택ㆍ당진항의 경우 연평균
물동량 증가율이 각각 11.2%,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역시 한ㆍ
중 간 교역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4) 따라서 상호 간의 무한경쟁에 앞서 유
럽등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항만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통합적 수
송체계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관심을 가
23) 강영문(2004), p. 50.
24) 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 하주사무국(2009. 3), ｢국가물류비 추이 및 공항만 주요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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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협력을 통한 경쟁과 상생의 접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공동이익을 위한 한ㆍ중 교통물류협력의 기본방향
우선, 한ㆍ중 양국의 교통물류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협력 및 시장통합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교통물류협력은 양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1993년의 한ㆍ중 해운협정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교통물류분야의 고위급협
의와 실무자협의 등이 진행되어 왔고, 지역항만 간 피더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력
도 진행되어 광양항-쑤저우 타이창항 간의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2008년 1월)
되어 신규항로가 개설(2008년 7월)되었고, 부산항-다평항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2008년 4월)이 이루어졌다. 또 TCR(중국횡단철도) 기점인 렌윈강 시정부와
항로 개설, 컨테이너 터미널ㆍ물류단지투자 등 물류협력사업 추진합의(2007년 3
월) 및 MOU 체결(2007년 11월)이 이루어졌다. 복합운송에 관한 협력도 진전을
보여 Sea & Air 복합운송의 일환으로 인천공항과 칭다오공항 간의 ‘트럭+페리(인
천↔칭다오)+트럭’의 트럭복합일관수송(RFS: Road Feeder Service)이 진행 중이
다. 2006년 12월부터 칭다오공항-인천공항 간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07년 7월
중국 칭다오시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2007년 8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
존의 해상-항공 연계 운송방식에 비해 4~6시간, 항공-항공 연계 운송방식에 1,000
달러/5톤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자간 협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다자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는 교통물류분야의 양자간 협력을 바탕
으로 다자간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6년 9월 제1차 한ㆍ중ㆍ일 3국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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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그동안 양자간 협의에 머물러왔던 한ㆍ중ㆍ일
3국 간의 교통물류협력이 다자간 협력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며,25) 이어 2008년 5
월 17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회의 명칭의 ‘Maritime’을
삭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기존 해운중심의 3국간 협력의제를 항공 등 전방위로 확
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26)
둘째, 한ㆍ중 양국의 물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과 관련해, 특히 중국의 환
발해만지역ㆍ장강삼각주와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을 연결하는 물류거점간 협력 네
트워크 및 시장개방의 확대가 보다 구체화된다면 양국간 교통물류분야의 협력은
물론이고 환황해권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양국 물류거점간 협력과 시장개방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양국에서 제시되고 있
는 국가발전전략과 협력적 물류비즈니스모델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전략｣(2006)에서는 자체 수출입 물동량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중국ㆍ일본의 물동량을 유치하는 동북아물류협력 비즈니스모델들이 제
시된 바 있다. 한ㆍ중 통합물류협력모델의 경우 발해만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
항만 및 배후부지로 집하한 후 세계 각지로 배송한다는 ‘발해만 모델’, 그리고 장
강 유역(충칭 등 서부내륙까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한국 항만까지 직접 운반한
후 세계 각지로 배송하는 ‘장강 모델’, 그리고 산동반도에 입주한 한국, 일본의 중
소기업들이 자사제품을 한국 항만의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라벨링 등 부가가치 창
출 후 최종수요지로 배송한다는 ‘산동반도 모델’이 그것이다.27) 이러한 방안들은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국내항만 간의 과잉 경쟁으로 인한 물동량의 상대적 감소

25) 한ᆞ중ᆞ일 교통장관회의의 개설은 2005년 한국에 의해 제안되었다.
26)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8. 5. 15).
27) 재정경제부ᆞ외교통상부ᆞ산업자원부ᆞ건설교통부ᆞ해양수산부ᆞ기획예산처(2006. 2. 24), ｢막힘
없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주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전략｣; 김웅희(2008), pp.
19-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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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장강 모델’의 경우, 7개 성과 2개 직할시로 이루어진 중국물류의 중심지로서 ｢물
류산업조정과 진흥계획｣(2009)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간 물류산업 배치 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강삼각주물류구역’, ‘장강 및 운하 물류통로’를
비롯해 상하이, 난징, 닝보, 우한, 충칭 등의 전국적 물류허브도시들 및 난창 같은
지역물류허브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수출입총액과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액은 중국 내 1위이며, 연간 8~10%의 물동량 성장세와 함께 중국정부의 서부대개
발 및 중부굴기정책의 일환으로 내륙 물류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외국의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러한 성장에서 파생되는 물동량을 한국의 항만으로 흡수하자는 것이 ‘장강 모델’의
핵심 목표인 것이다.28)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 양허에 있어서도 내항해운 개방은 배제되어 있었고, 장강
유역의 내륙 수운시장은 COSCO, SIPG 등 중국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직 외국물류기업들에게는 진입장벽이 큰 것으로 보인다.29) 한국 물류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양상을 보면 도로운송업, 택배업, 창고업, 하역업, 운송주선업, 항공운
송업, 해상운송업, 내륙수상운송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출해 있지만 해운
(외항ㆍ내항 화물 운송업)분야의 진출은 중국의 까다로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인
해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총 134개에 이르는 한국물류기
업의 대중국 현지법인 가운데 내륙수운과 관련된 현지법인이 단 1개(외항 화물 운
송업은 2개)라는 점도 이를 방증해줄 것이다.30)

28) 해양수산부 동북아기획단(2006. 3), ｢장강(양쯔강)물류 비즈니스 모델개발 추진결과｣.
29) 위 자료.
30) 무역협회 국제물류하주지원단 물류개선팀(2009. 3),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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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장강지역 물류 통로

자료: 해양수산부 동북아기획단(2006. 3), ｢장강(양쯔강)물류 비즈니스 모델개발 추진결과｣.

따라서 물류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 지역물류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강연
안지역 도시들의 동향에 주목하며 현지 중국기업과의 제휴, 우리나라 기업 또는 제
3국 기업과의 제휴 및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이들 지역에 기업의 물
류거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는 우리 서ㆍ남해안 물류거점의 하드웨어적ㆍ소프트웨어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
써 효율성(시간,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장강연안지역의 물동량을 유인할 수 있
는 조건을 계속 확보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장강연안 물류거점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서ㆍ남해안 물류거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양항과 항만간 제휴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쑤저우시 타이창항의 경우,
풍부한 배후경제권역의 물동량을 보유한 장강 유역의 전초기지인 동시에 중국정부
에서 지정한 상해항의 북쪽 날개항으로서, 광양항-타이창 항의 피더네트워크가 활
성화될수록 중국항만-한국항만 간의 상생을 향한 포트얼라이언스(Port Alliance,
항만간 제휴)도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발해만 모델’과 ‘산동반도 모델’의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장강연안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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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2008년 말 현재 중국에 설립된 우리 물류기업 134개 가운데 가운데
산둥성에 32개, 톈진시 19개, 랴오닝성 14개, 베이징시 10개 등 절반이 넘는 75개
가 산동과 환발해만 지역에 있다는 점도 바로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물
류수요를 일차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31)
지난 2006년 중국정부는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및 환보
하이만 경제권 발전전략을 발표함으로써 동남부ㆍ동북부 연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 이 지역은 현재 14개의 첨단기술개발구, 3개의 보세
구, 10개의 수출가공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베이징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
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2차 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또 최근
들어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적ㆍ질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제조업물류와 관련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내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그 대상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우
리나라 항만 공동물류센터로 운송한 뒤 여기서 부가가치화 작업을 거쳐 최종 수요
지로 배송한다는 ‘산동반도 모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환적화물의 단순 부가가치화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의 증가가 물류비
증가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나라마다 원산지표시 규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수입
물품들의 경우 원래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라벨링이나
도색, 포장 작업 등을 거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32)
31) 위 자료.
3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8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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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
인다. 즉 중국기업을 우리나라의 물류거점도시의 물류배후단지 또는 배후산업단지
에 유치시킴으로써 중국발 한국향 물동량을 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 무안의 한ㆍ중 국제산업단지의 사례를 참고할 필
요가 있다.33) 물론 현재까지는 초기사업비 문제로 인해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
으나 이미 중국의 충칭시와 산동성을 비롯해 상당수의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인근 공ㆍ항만의 수출입 물동량 증대라는 측면에서 좋은 물류
협력 비즈니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ㆍ중 양국 간의 협력적 교통물류체계를 좀 더 고효율화, 다변화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추진된 포트 얼라이언스나 항공시장 개방
을 지역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산동과 해남도에만 국한되어 있
는 항공시장 개방 등 한ㆍ중 양국의 해운ㆍ항공시장 개방과 인프라간 협력네트워
크 구축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방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
다. 중국의 해운시장이 개방될수록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항만 직기항 서비스가 늘
어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환적화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상생을 위해 물류거점 간의 통합적 운송인프라
개발을 장ㆍ단기적인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고려 요인에 더해 최
근 국제물류환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적 요소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효율성과 친환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논의
되어온 ‘아시아횡단철도’35)와 ‘아시안하이웨이’36)사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정
33) 무안 한ᆞ중 국제산업단지는 2009년 1월 23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
34) 코리아쉬핑가제트(200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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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ㆍ안보적 요소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단기적으로는 연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한ㆍ중 해저터널사업
구상이라고 하겠다.37) 한ㆍ중 해저터널은 경기도가 제안한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서, 한ㆍ중 간에 해저터널이 건설되어 베이징~상하이 간 1,303㎞의 고속철도 구간
과 연계되고 여기에 더해 한ㆍ일 해저터널까지 연결된다면 동북아지역은 고속철도
망으로 통합될 수 있다. 지상구간 시속 400㎞, 터널구간(330㎞ 기준) 시속 200㎞
로 운행 시 서울↔웨이하이 구간이 434㎞로 1시간 57분, 서울↔베이징이 1,366㎞
로 4시간 26분, 서울↔상하이가 1,800㎞로 5시간 31분이 소요되며 비행기를 이용
할 때 소요되는 시간(공항까지의 접근시간 및 대기시간, 비행시간)과 비용을 고려
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요예측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외하면

35)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 Network)는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와 관련국이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망이다. 이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남북횡단철도(TKR) 등을 연
결, 아시아 대륙의 28개국을 지나는 총 연 장 8만 1,000㎞의 국제 철도 노선으로서, 북부노선(한
반도-러시아-중국-몽골-카자흐스탄)ᆞ남부노선(중국남부-미얀마-인도-이란-터키)ᆞASEAN노선
(ASEAN 국가 및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를 연결)ᆞ남북노선(북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페르시안만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도라산-부산(497.4㎞)의 주 노선과 대전-목포(252.6㎞),
익산-광양항(179.0㎞)의 분기노선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횡단철도와의 연결이 완성될 경우 그 경
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부산-모스크바 구간을 해상 운송할 경우 총거
리 2만3,000㎞에 TEU당 3,800달러가 소요되나, TSR 이용시는 총 1만㎞에 TEU당 2,700달러
로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또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된 정치적ᆞ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한국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동북아물류허브 사업의 핵심과제로 동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왔다.
36) 아시안하이웨이(AH: Asian Highway)는 1959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현재의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에 의해 제창된 국제 육상교통 개발사업으로서, 2005년 7월 아시아지역
32개 정부의 협정으로 발효됐다. 이는 한ᆞ중ᆞ일ᆞ러ᆞ인도ᆞ이란 등 아시아지역 32개국을 연
결하는 55개 노선, 14만km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아시안하이웨이 구간은 일본~(페리이용)~
부산~서울~북한~중국~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AH1노선과 부산~강릉~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AH6노선의 2개 노선이다.
37) 한ᆞ중 해저터널의 의의, 예상노선 및 기술 검토, 수요예측 및 파급효과, 추진전략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응래 외(2009.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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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사업비 마련문제가 사업진행의 주요 논제로 부각될 듯하다. 이미 유로터
널을 비롯해 일본 세이칸터널, 노르웨이터널 등의 선행 사례도 있어서 기술적인 안
전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안전의 범위는 동북아의 지
정전략적 특수성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비 부담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해저터널의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ㆍ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운송협력 가운데 복합운송분야가 비교적 가시
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Sea & Air의 경우 한국과
중국간에는 인천공항과 칭다오공항 간의 ‘트럭+페리(인천↔칭다오)+트럭’의 트럭
복합일관수송(RFS: Road Feeder Service)이 진행 중이며 구상의 제기에서부터
MOU 체결 및 실제 사업진행까지 비교적 빠른 진전을 보였다. 2007년 7월 중국
칭다오시정부와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RFS) 관련 MOU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신고절차 간소화(6단계→2단계)’ 등의 제도 정비가 진행
되어 8월에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또 중국은 이미 연해지역 물류거점도시의 공ㆍ
항만과 철도ㆍ고속도로 및 내륙수운을 연계시키는 복합운송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나라 물류거점과의 복합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
된다.
그러나 도로(트럭)운송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중국의
경우 대대적인 고속도로망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친환경물류 추세를
감안하자면 열차페리나 초고속선 도입 등의 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트럭페리, 열차페리, 초고
속선을 활용한 한ㆍ중 물류거점 간의 복합운송체계를 사업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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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차원에서 EU의 친환경적 교통물류프로그램인 Marco Polo Program의
｢해상고속도로 구상｣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중국 동북ㆍ동남해안 간에
초고속선을 통한 단거리해상운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38)
동북아지역의 경우 해상운송을 통한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한ㆍ
중 간에는 역내교역의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대체로 중국의 동북, 동남부
연해항만과 우리나라 서ㆍ서남해안 항만 간의 단거리 항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음을 감안해 볼 때, 역내 항만 간의 초고속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 운송수단으로서
해운의 운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대적으로 적은 화물적재
량 및 여객운송량으로 인해 채산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동북아지역 산업
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경박단소의 고부가가치화물의 운송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선박의 고속화ㆍ대형화ㆍ친환경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이 진전
된다면 경쟁력의 문제도 점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선박과 항공기의 특징과 장점을 갖춘 위그선의 경우 평균속도 205
㎞/h, 최고속도 500㎞/h의 초고속 해상운송수단으로서 한ㆍ중 간에 이를 활용한
해상고속도로가 실용화되고, 기존의 철도, 항공 운송과 복합적으로 연계될 경우 동
북아 교통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해상고속도로의 실용화
를 위해서는 초고속선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항로 정비와 상호교신 시스템의
구축 등 초고속선박 운행과 관련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며, 선박의 고
속화/대형화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ㆍ중 간에 긴밀한 산학관 협력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될 것이다.

38)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의해 TSL(Techno Super Liner), 위그선 등 초
고속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은 2004년 위그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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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영네트워크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물
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현대화는 중국
의 연해지역 물류거점도시들과 한국ㆍ일본의 중요 항만 도시권역들과의 치열한 경
쟁구도를 형성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물류영역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경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물류시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한국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최근 투자환경의 개선과 시장진입 가능성의 확대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신성장 산업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그동안 경쟁 지향적으로 추진되어온 한국과 중국의 물류거점화 전략도 협력적인
이익기반의 공유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교역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교통물류서비스에 대한 니즈 역시 동반성장
할 것이 당연하다. 물론 동북아 교통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상물류체
계의 경우 중심항(Hub)과 지역피더항(Spokes)의 양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기
간산업 보호라는 국가적 이익과 해운자유화라고 하는 공동의 이익이 상충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항만인프라의 경쟁적 확충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해서 아
직까지는 협력보다 자국 우선의 경쟁구도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ㆍ중 양국의 교통물류협력은 지속
적으로 심화ㆍ확대될 것이다. 향후 한ㆍ중 양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 교통물류환
경은 ASEAN+3와 UNESCAP을 큰 틀로 하는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장기적인 협
력을 바탕으로 한ㆍ중ㆍ일 3국의 양자간 또는 삼자간 협력 체제가 FTA논의와 맞
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ㆍ중 양국간 교통물류분야의 협력도 이와

제16장 중국의 교통물류와 한국의 대응 853

같은 틀에서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항공ㆍ항만 확충 등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속도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단순한 환적화물 처리 중심의 물류보다는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협력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물류시스템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 물류거점 및 그 배후지역
까지를 서로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21세기의 신성장 산업동력
으로 역내경제의 공동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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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 변화
가. 중국경제 위상의 급속한 상승
1) 주요 경제지표에서 세계 1~3위
중국은 개혁ㆍ개방이 시작된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9.8%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보
다 6.8% 포인트 높은 것이다. 2008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약 4조 4,0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
여, 경제규모가 머잖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PPP(구매
력평가지수) 기준으로 본 GDP에서 중국은 2001년에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2
위가 되었다. 2008년 중국의 PPP 기준 GDP는 약 7.9조 달러로 일본 규모(4.4조
달러)의 1.8배에 달하고, 미국 규모(14.2조 달러)의 55.6%에 달한다(표 17-1 참
고).
현재 세계 3위인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급증
하고 있다. 2001년에 5,097억 달러이던 것이 2004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하고 2007
년에 2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에 2조 5,616억 달러에 달했다. 2002~08년에
중국의 무역액은 연평균 25.9%에 달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8년에 중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
치액은 924억 달러에 달했고 1979~2008년에 중국의 FDI 유치 누계는 약 8,526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다(표 1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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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
1978년
규모

2008년
세계
순위

세계
순위

규모(달러)
1)

GDP

1,473억 달러

11

3조 8,600억 달러

3

PPP 기준 GDP

-

-

7조 9,032억 달러

2

철강 생산량

3,178만 톤

5

4억 8,928만 톤

1

발전량

2,566억 kwh

7

3조 2,816억 kwh

2

TV 생산량

4,000대

8

8,478만 대

1

상품무역총액

206억 달러

29

2조 5,616억 달러

3

상품수출총액

97억 달러

32

1조 4,285억 달러

2

상품수입총액

109억 달러

1조 1,331억 달러

3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7.2억 달러(1986년)

-

4,156억 달러

1

서비스무역총액

43억 달러(1982년)

34

3,045억 달러

5

외국인직접투자

8만 달러(1979년)

126

924억 달러

4

외환보유고

16억 달러

38

1조 9,460억 달러

1

세계경제성장 기여도

2.3%

-

19.2%(2007년)

1

입국 여행자 수

72만 명

-

5,305만 명

4

SCI 수록 논문 수

약 4,800편(1987년)

24

약 89,000편(2007년)

3

PCT 국제특허신청

680건(1997년)

22

6,089건

6

2)

3)

주: 1) GDP는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함.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8년 GDP는 4조 4,000억 달러임.
2) Eurostat(EU 통계기관)가 2006년에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것을 감
안하여, 2008년에도 1위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함.
3)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순위는 개도국 중 1위에 해당.
자료: PPP 기준 GDP 수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September 2009)를 인용함. 기타
수치는 UN, WTO, UNCTAD, IMF, 세계은행 등의 통계를 인용한 중국 국가통계국 보고서(慶祝
新中國成立60週年 系列報告之十八 ｢國際地位明顯提高 國際影響力顯著增强｣, 系列報告之十六｢科技
實力明顯增强 科技創新碩果累累｣, 系列報告之九 ｢對外貿易飛速發展｣, 2009년 9월을 재인용함.

경영학자 드러커(Drucker and Nakauchi 1997)가 지적했듯이 중국경제가 타국
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중국의 흡인력이 너무 강한 점이다. 중국이 세계경
제의 새로운 성장원천과 세계적인 제조거점 및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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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생산시설, 인력은 중국으로 빠르게 대규모로 유입되어 왔다. [표 17-1]에서
중국의 FDI 유치규모, 외환보유고, 발전량, 무역규모, 입국 여행자 수 등 각종 지
표는 중국의 거대한 흡인력을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범세계화 흐름 속에서 세계의
경제ㆍ기술자원은 투자효율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되기 마련이므로, 저비용 생산기
지와 광활한 시장의 이점을 지닌 중국은 세계자원의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강
한 흡인력을 보이고 있다.
2) 세계의 제조허브
Hale(2003)은 중국이 국제분업체계나 국제공급사슬에서 ‘이중적 구심점’(dual
hub) 역할을 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고 보았다.1) 즉 저부
가가치 노동집약상품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를 위한 제조 구심점(manufacturing
hub)이 되고 고부가가치의 자본집약형 상품(부품 포함)에서는 전 세계가 중국을 위
한 제조거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이 구매 구심점(purchasing hub)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구조로 인해, 중국의 수출 붐은 공산품의 수입 붐과 외국인투자
기회의 확대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중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듀얼 허브 기능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제조허브 기능이 이
전에는 노동집약형 상품에 그쳤지만 이제는 자본ㆍ기술집약형 상품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공장’이 되었다. 중국의 상품수출 총액은 2007년
에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에 1조 4,290억 달러에 달해 세계 2위를 기록했으
며, 2009년 1∼9월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2)
1)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총수입의 20%를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일본 은행대출
의 약 1/3을 역내 국가에 제공했다. 이후 일본은 역내 국가에 대한 자금공여를 줄였으며 2000년대
초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중국이 역내 국가로부터 수입하
는 비중은 1990년의 6.8%에서 2000년대 초에 20% 수준으로 상승했고, 2008년에는 44.1%에
달했다. 중국의 FDI에서 역내국가가 점하는 비중은 1980년대 초의 24% 수준에서 1999년에
85%로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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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은 4,156억 달러로 중국의 수출총액에서 점하
는 비중이 29.1%에 달했다. Eurostat(EU의 통계기관)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세
계 첨단기술제품 시장에서 중국(홍콩 제외)이 점하는 비중은 16.9%로 16.8%를 기록
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홍콩까지 포함할 경우에 중국의 비중은 24%에 육박
한다. 한편 과학논문색인(SCI)에 수록된 논문 수는 2007년에 8만 9,000편에 달해 세
계 3위를 기록했으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신청 건수는 2008년에 6,000건을
초과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랐다(표 17-1 참고).
3) 세계의 구매허브
한편 중국의 구매허브 기능은 종래에는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주
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입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수입액은 2007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고 2008년에는 1조 1,315억 달러에 달했다. 2009년 1~9월에 중국의
수입액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3)
중국의 민간소비시장 규모는 2007년 8,900억 달러에 달해 미국, 일본, 영국, 독
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Devan 2009).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상
징적 예로서 2009년 들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신차) 판매시
장이 되었다.4)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메릴린치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의 부유층(HNWI)5)이 약 36만 4,000명에 달한다. 이러한 중국의 부유층 수는 미
2) 2009년 1~9월 순위는 한국 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한국, 09년 3/4분기 세계 수출순위 9위권
유지｣에서 인용함.
3) 각주 2)번과 동일한 자료를 인용함.
4) 중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10월 자동차(신차) 판매대수는 이미 1,000만 대를 넘었고
2009년 한 해 판매량이 1,300만 대를 초과할 전망임. 이는 미국의 판매량보다 최소 200만 대 이
상 상회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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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중국의 순위는 2007년에는 프랑스를, 2008년
에는 영국을 각각 제쳤다. 2008년 말 중국의 부유층(HNWI)이 보유한 자산총액은
약 1조 6,720억 달러로 1인 평균자산이 459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부유층
(HNWI) 10만 5,000명의 자산총액 약 2,760억 달러와 1인 평균자산 263만 달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모이다.6)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사치품 소비
시장으로 부상했다. 세계럭셔리협회(WLA)에 따르면 중국의 사치품(소위 명품) 소비
액은 2008년에 86억 달러에 달해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중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2008년에 37%로 미국(71%)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인도(57%), 일본(55%), 한국(48%)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Devan 2009).7)
이는 투자ㆍ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국유 중공업 우대정책, 사회안전망의 미발달 등
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저축률은 지나치게 높고 소비율은 매우 저조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서 내수주도
형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
가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증대되어, 골드만삭스(2009)의 예측처럼 2027년에 미국
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중국의 부상에 따른 역내 경제위상의 변화
중국의 경제대국화는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내ㆍ역외 무역구조에 중대
한 변화를 초래하여왔다. 상술한 중국경제의 거대한 흡인력, 듀얼 허브 역할 등은
전통적으로 무역의존도 특히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내 국가들의
5) 순자산 또는 투자가능 자산(주거주주택, 수집품, 소모품, 소비용 내구재는 제외)을 100만 달러 이상
소유한 개인(HNWI: high net worth individuals)을 가리킴.
6) Capgemini and Merrill Lynch, Asia-Pacific Wealth Report 2009(www.ml.com/media/113947.pdf).
7) 각국의 비율은 2000년 불변가격(미 달러)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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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구조를 크게 변화시켜왔다. 즉 역외무역 의존도는 저하되는 반면에 대중 무역
의존도는 상승하고 있다.
1) 동아시아의 중국시장 의존도 빠르게 상승
[표 17-2]에 나타나듯이,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빠
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미국시장 점유율
은 1995년 39.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08년 32.4%에 그쳤다.
다만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빠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0년 8.2%
이던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1~8월에 18.8%에 달했다. 따라서 중
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27.0%에서 2008년 16.3%로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의 역외시장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유효성 상실을 의미
한다. 과거에는 중국의 ‘대리수출’이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대미수출 감소를 상당히
표 17-2. 동아시아 주요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1~8월)

중국

6.1

8.2

14.6

16.1

18.8

일본

16.6

12.0

8.3

6.6

6.0

한국

3.3

3.3

2.6

2.3

2.6

대만

3.9

3.3

2.1

1.7

1.8

기타 동북아국ᆞ지역

1.5

1.0

0.6

0.4

0.2

ASEAN 10국

8.4

7.2

5.9

5.2

5.9

중국 제외 시 동아시아

33.6

27.0

19.5

16.3

16.7

중국 포함 시 동아시아

39.8

35.2

34.1

32.4

35.5

주: 기타 동북아 국ㆍ지역에는 홍콩, 마카오, 몽고가 포함되어 있음. ASEAN의 경우 일부 국가의 후
발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1995년부터 현재의 10개국 모두를 포함시킴.
자료: KITA 미국무역통계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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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하는 측면이 컸으나, 최근에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대미수출 점유
율이 점차 하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성장모델은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및 동
아시아 국가간 경쟁 심화로 인해 그 유효성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은 24~25% 수준에서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표 17-3 참고). 이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2000년
3.9% → 2008년 9.3%)한 데 크게 힘입은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동 20.2% → 15.9%)를 보여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강해온 것과 달리, 세계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역외시장 의존도는 저하되는 반면에 중국시장 의존
도는 상승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
우선, 한국이나 일본 공히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비중이 빠르게 하락하는 반
면에 대중 수출비중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다(표 17-4 참고). 한국의 경우는 이
미 2003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2009
년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표 17-3. 동아시아 주요국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중국
일본
한국
기타 동북아 국ᆞ지역
ASEAN 10국
중국 제외 시 동아시아
중국 포함 시 동아시아
주: [표 17-2]와 동일.
자료: KITA 세계무역통계를 가공.

2000년

2005년

2008년

3.9
7.7
2.7
3.2
6.6
20.2
24.1

7.6
5.8
2.7
2.8
6.2
17.5
25.1

9.3
5.0
2.6
2.3
6.0
15.9
25.2

2009년
(1~5월)
9.3
4.4
2.9
2.1
6.4
15.9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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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4. 한ᆞ중ᆞ일의 상대국 수출비중 및 대미 수출비중 추이
(단위: %)

한국

일본

중국

수출시장

2002년

2005년

2008년

대미
대중
대일
대미
대중
대한
대미
대일
대한

20.2
14.6
9.3
28.5
9.6
6.9
21.5
14.9
4.8

14.5
21.8
8.4
22.6
13.5
7.8
21.4
11.0
4.6

11.0
21.7
6.7
17.5
16.0
7.6
17.7
8.1
5.2

2009년
(1~9월)
10.6
23.5
6.0
16.0
18.8
8.3
18.6
8.2
4.5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일본무역통계, 중국무역통계를 가공.

ASEAN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EU 등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표 17-6 참
고). EU 25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3년 15%에서 2008년 10%로 하락했고, 미국
에 대한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9%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3년 2%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2%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2008
년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ASEAN의 최대 수출시장(1,071억 달러)이 되었다.
표 17-5. ASEAN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비중 변화
(단위: %)

무역상대국
일본
EU 25개국
중국
미국
한국

수출
1993 2003 2007
15
12
10
15
13
12
2
6
9
20
15
12
3
4
3

수입
2008 1993 2003 2007
12.2 25
16
12
10.2 14
11
10
12.2 2
8
12
9.1 15
13
10
4.6
3
4
4

수출입
2008 1993 2003 2007
12.6 20
14
11
13.6 15
12
12
10.3 2
7
11
12.2 18
14
11
4.2
3
4
4

2008
12.4
11.8
11.3
10.6
4.4

주: 1993~2007년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08 및 ASEAN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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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만의 경우는 2002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이후에도 대만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여 2002년
22.6%이던 것이 2008년 28.9%로 커졌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같은 기간
7.1%에서 13.0%로 역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표 17-6 참고).
표 17-6. 대만의 대중국 수출, 수입 의존도 변화
(단위: %)

2002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7월)

총수출 중 대중 수출 비중

22.6

28.4

30.1

28.9

29.5

총수입 중 대중 수입 비중

7.1

12.2

12.8

13.0

13.9

자료: 臺灣 經濟部(대만 경제부) 무역통계.

2) 최근 중국의 역내 교역 추이
동아시아 여타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위와 같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반해, 중국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7-7]
을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미국과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ASEAN의 비중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EU, 남미, 중동, 호주,
인도, 아프리카 등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교역 국가ㆍ지역이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의 교역 다변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 방지, 새로운
시장의 개척, 우회 수출 등과 같은 일반적인 동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중국은 원활한 자원조달,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구
하여, 신흥경제 및 개도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교역국 다변화 기조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선진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신흥경제나 개도국의 비중은 지속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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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7. 중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비중 변화
수출

수출입

2009
2005
1~9월

2007

2008

2009
2005
1~9월

2007

2008

51.6
40.2
(11.6)
(15.2)
(11.3)
(1.9)
11.4

48.3
37.0
(10.9)
(14.0)
(10.6)
(1.3)
11.3

44.1
33.7
(9.9)
(13.3)
(9.1)
(1.1)
10.3

43.2
32.8
(10.2)
(13.0)
(8.4)
(0.8)
10.4

46.3
37.2
(7.9)
(13.0)
(6.4)
(9.6)
9.2

42.6
33.3
(7.4)
(10.9)
(5.7)
(9.1)
9.3

40.0 39.7
31.0 30.3
(7.3) (7.1)
(10.4) (10.4)
(5.0) (4.7)
(8.0) (7.7)
9.4
9.0

23.6 21.7 20.2 21.1 8.9
(21.4) (19.2) (17.7) (18.6) (7.4)

8.8
(7.3)

8.7
(7.2)

9.4 16.8 16.0 15.1 15.8
(7.7) (14.9) (13.9) (13.0) (13.6)

2005

2007

2008

동아시아
41.8 38.2 36.8
- 동북아 34.5 30.4 28.9
(4.6) (4.6) (5.2)
(한국)
(11.0) (8.4) (8.1)
(일본)
(2.2) (1.9) (1.8)
(대만)
(16.3) (15.1) (13.3)
(홍콩)
8.0
7.7
- ASEAN 7.3
북미
(미국)

수입

36.8
28.1
(4.5)
(8.2)
(1.6)
(13.5)
8.6

2009
1~9월

19.1 20.1 20.5 19.8 11.2 11.6 11.7 13.1 15.4 16.4 16.6 16.7
EU
(선발 15국) (17.7) (18.2) (18.3) (17.5) (10.9) (11.1) (11.2) (12.5) (14.5) (15.1) (15.1) (15.2)
(후발 12국) (1.4) (2.0) (2.2) (2.3) (0.3) (0.5) (0.5) (0.6) (0.9) (1.3) (1.5) (1.5)
SCO
(러시아)
(중앙아)

2.4
(1.7)
(0.7)

3.3
(2.3)
(1.0)

3.8
(2.3)
(1.5)

2.8
(1.4)
(1.4)

2.9
(2.4)
(0.5)

2.8
(2.1)
(0.7)

2.8
(2.1)
(0.7)

2.9
(2.2)
(0.7)

2.7
(2.0)
(0.7)

3.1
(2.2)
(0.9)

3.4
(2.2)
(1.2)

2.8
(1.8)
(1.0)

동아시아
41.8 38.2 36.8 36.8 51.6 48.3 44.1 43.2 46.3 42.6 40.0 39.7
- 동북아 34.5 30.4 28.9 28.1 40.2 37.0 33.7 32.8 37.2 33.3 31.0 30.3
(4.6) (4.6) (5.2) (4.5) (11.6) (10.9) (9.9) (10.2) (7.9) (7.4) (7.3) (7.1)
(한국)
(11.0) (8.4) (8.1) (8.2) (15.2) (14.0) (13.3) (13.0) (13.0) (10.9) (10.4) (10.4)
(일본)
(2.2) (1.9) (1.8) (1.6) (11.3) (10.6) (9.1) (8.4) (6.4) (5.7) (5.0) (4.7)
(대만)
(16.3) (15.1) (13.3) (13.5) (1.9) (1.3) (1.1) (0.8) (9.6) (9.1) (8.0) (7.7)
(홍콩)
9.4
9.0
9.3
8.6 11.4 11.3 10.3 10.4 9.2
8.0
7.7
- ASEAN 7.3
북미
23.6 21.7 20.2 21.1 8.9
8.8
8.7
9.4 16.8 16.0 15.1 15.8
(미국)
(21.4) (19.2) (17.7) (18.6) (7.4) (7.3) (7.2) (7.7) (14.9) (13.9) (13.0) (13.6)
19.1 20.1 20.5 19.8 11.2 11.6 11.7 13.1 15.4 16.4 16.6 16.7
EU
(선발 15국) (17.7) (18.2) (18.3) (17.5) (10.9) (11.1) (11.2) (12.5) (14.5) (15.1) (15.1) (15.2)
(후발 12국) (1.4) (2.0) (2.2) (2.3) (0.3) (0.5) (0.5) (0.6) (0.9) (1.3) (1.5) (1.5)
SCO
2.4
3.3
3.8
2.8
2.9
2.8
2.8
2.9
2.7
3.1
3.4
2.8
(러시아)
(1.7) (2.3) (2.3) (1.4) (2.4) (2.1) (2.1) (2.2) (2.0) (2.2) (2.2) (1.8)
(중앙아)
(0.7) (1.0) (1.5) (1.4) (0.5) (0.7) (0.7) (0.7) (0.7) (0.9) (1.2) (1.0)
주: SCO는 중국을 제외하면 5개국이고, MERCOSUR는 정회원국 4국과 준회원국 6국을 포함한 10국
이며, GCC는 6개 회원국이고, SAARC는 8개 회원국임. 아프리카는 자원부존이 비교적 풍부한 25
개 국가를 고려함.
자료: KITA 중국무역통계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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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의 점유비중이 줄더라도 동북아와의 무역액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역총액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
전히 커서 2008년에 각각 약 31%,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별 무역규
모에서 일본과 한국은 각각 2위, 3위(홍콩 포함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일본, 한국이 중국의 무역에서 점하는 비중을 합하면 17.7%에 달한다. 이 수치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비중을 4.4% 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비록 한ㆍ중ㆍ일 삼국은 서로가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각자 인지하는 중
요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
만, 중국에 있어 한, 일의 중요성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앞의 [표 17-4]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한ㆍ일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갈수록 상승하는 데 반해, 중
국의 수입시장에서 한ㆍ일이 점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강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시
장 내 한국의 비중은 2005년 11.6%에서 2008년 9.9%로, 일본의 비중은 동
15.2%에서 13.3%로 떨어졌다. 또한 중국의 대외수출에서 일본시장 및 한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하강하거나 부진한 추세이다. 중국의 총수출에서 대일 수출비중은
2005년 11.0%에서 2008년 8.2%로 상당히 크게 떨어졌고, 대한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5.2%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년 1~9월 4.5%로 다시 떨어졌다.
요컨대 한ㆍ중ㆍ일 3국 간의 상호 무역에서 중국이 인지하는 일본ㆍ한국의 중
요성은 상대적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 또는 일본이 인지하는 중국의 중
요성은 갈수록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림 17-1]에서 나타나듯이, 2009년 현재
한국이나 일본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20% 내외로 높은 반면에, 중국이 한국시장이
나 일본시장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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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2009년 한ᆞ중ᆞ일 3국의 상호 수출비중

주: 한국, 중국의 경우 2009년 1~9월 기간의 수치이고, 일본의 경우는 1~8월 기간의 수치임.
자료: KITA 한국무역통계, 일본무역통계, 중국무역통계.

3)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
중국경제의 부상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 흐름하에서 역내 지역주의 내지 경제통합에 중대한 변화요인으
로 작용해왔다. 개혁ㆍ개방 이후를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여 시
기별로 외교방침과 역내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분하면 [표 17-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중국의 외교는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는 ‘독립자주’ 방침을 실행했
다. 중국은 당시 냉전체제하에서 독립자주 외교를 지속하여 미국, 소련 그 어느 쪽
과도 동맹하지 않는 동시에, 국정 최우선 목표인 ‘경제건설’과 이를 위한 개혁ㆍ개
방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방위 외교를 지향했다.8) 이러한 외교방침하에서 중국
은 1979년 대미 수교, 1980년 IMF 및 세계은행으로의 복귀, 1979년 대만문제 관
련 ‘一國兩制’ 구상 천명, 1982년 영국과의 홍콩문제 협상 시 ‘一國兩制’ 적용방침
발표, 1986년 GATT체제 복귀 신청, 1989년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이루었

8) 郭偉偉(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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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0년대에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미ㆍ일의 주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역내에서 쌍무관계 형성에 치중했다. 동시에 중국은 동남연해지역의 경제특구나
개발구를 중심으로 개혁ㆍ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인접국ㆍ지역과 소지역(sub-region)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했다(표 17-8 참고).
표 17-8. 중국의 외교방침과 역내경제협력 정책의 변화
1980년대

1990년대

외교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는 ‘독립
‘韜光養晦’
방침 자주’, ‘一國兩制’

2000년대
‘和平崛起’, ‘有所作爲’, ‘조
화외교’, ‘책임있는 대국’

미국의 양면적(봉쇄-포용 병 미국이 중국을 ‘이해관계자’,
對美 냉전체제 未종식, 천안문사태
행) 외교로 협력-대립, 접촉- ‘G2’로 묘사함. 중국은 미국
관계 등으로 관계개선이 제한적
과 차별화된 외교 전개
충돌 양상 출현
- 쌍무관계 강화, APEC 등 -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
- 쌍무관계 형성에 치중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
적, 전방위적 FTA 추진
역내 - 소지역 경제협력 도모: 珠江- ASEAN과의 협력 중시
- 중국 중심의 동아주의 형성
경제 홍콩, 福建-대만, 山東ᆞ遼寧
을 추구
- 중국위협론 불식에 노력
협력 -남한, 長江-일본, 海南
- 중화경제권 중시
- ASEAN+1 기제 주도
-ASEAN 등
- 역내 금융위기 적극 대응 - FTA와 ‘走出去’를 연계
자료: 필자 정리.

그러나 1980년대는 냉전체제가 미종식된 상황이었고 중국의 개혁ㆍ개방도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서방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나 미ㆍ일 주도의 동아시
아 역내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89년 동유
럽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 천안문 사태(와 이에 따른 서방의 對中 제재), 1990년
소련의 붕괴 등 일련의 사태는 중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1989년부터 1991년
까지 ‘치리정돈’ 기간 동안 중국에 개혁ㆍ개방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1990년을 전후해 안팎으로 격변을 겪은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의 ‘南巡講話’
를 계기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등 개혁ㆍ개방을 본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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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했다.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 외교의 최대 난제는 단극(unipolar)의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를 병용하는 양면외교 정책을 펼쳤다.9) 이에 대응해
중국은 소위 ‘韜光養晦’ 방침 아래 미국과의 마찰은 피하면서 자국의 역량을 착실
히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雁行
型(flying geese) 경제발전패턴에서 후미에 위치했고 세계경제와의 교류도 제한적
이었기 때문에, 역내 경제협력에 있어서 상당히 피동적이었다(蔡宏明 2003). 이 시
기에 중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와, 브루나이, 베트남 등과 복교하고 한국과 수교
하는 등 쌍무관계를 강화하고 미ㆍ일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노력했다. 동시에 1991
년 APEC에 가입하면서 역내 다자협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는 1997년 이후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동아시
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내수진작책을 적
극 펼쳤으며 외환부족국에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 위상을
크게 높였다. 또한 1997년에 홍콩 주권의 반환을 계기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의 위상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역내 특히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소위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
는 데 힘썼다. 중국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ASEAN 국가들에 대해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외교를 집중적으로 펼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
차원의 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말레이시아와는 방위산업 협력
을, 태국과는 군사외교를, 인도네시아와는 광범위한 지역안보와 국제질서 문제를,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범위를 포괄
적 군사안보 협력 분야로까지 확대시켰다(배긍찬 2003).
9) 즉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외교를 전개했
다. 미국의 대중 견제사례로서 대만카드 활용(무기수출, 1995년 대만총통 방미 허용), ‘중국위협론’
제기, 1999년 駐유고 중국대사관 폭파사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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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특히 WTO 가입 이후 중국은 10%를 넘는 경제성장률과 20%
를 넘는 무역신장률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이를 두고 중국지도부
는 자국을 ‘和平崛起(평화적으로 우뚝 일어서는)’ 대국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했
다.10) 중국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崛起’는 종합국력의 향상, 국제정치위상의 향
상을 뜻하며, 기존 국제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고, ‘화평
굴기’는 ‘韜光養晦’에서 ‘有所作爲’로 나아가는 것이다(阎学通 2004). 즉 중국의
대외정책이 이전의 수동적 자세(‘韜光養晦’)로부터 가능한 한 책임과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有所作爲’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박두복 2003).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국
제제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역내 FTA 등 경제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11) 2000
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0+3’(ASEAN 10과 한ㆍ중ㆍ일) 회의에서 중국은
‘10+3’를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주된 경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중ㆍ
ASEAN FTA 설립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ASEAN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 한국, 일본에 앞서 나가면서 ‘10+1’ 기제를 주도해왔다.12)
현재 중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ㆍ지역과 FTA를 추진 중이다. ASEAN, 파키스
탄, 홍콩, 마카오,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과 이미 FTA(또는 CEPA)를
체결했고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 SACU(남아프
리카관세동맹 5개국), 코스타리카 등과는 공식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 인도 등

10) ‘和平崛起’라는 표현은 2003년 12월 10일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선을 중
국으로 돌리자”(把目光投向中國) 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때에 처음으로 사용했다(｢“和平崛起”是一
個戰略性的新思惟｣, 領導決策信息, 2003년 第50期, p. 19).
11) Medeiros and Fravel(2003); Hale and Hale(2003) 참고.
12) 중국은 상품 → 서비스 → 투자 순으로 ASEAN과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수
순에 따라 ASEAN과의 협상을 진전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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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그림 17-2 참고).
그림 17-2. 최근 중국의 동시다발적이고 전방위적인 FTA 추진

주: 화살표 중 실선은 기체결 FTA, 굵은 점선은 협상 중인 FTA, 가는 점선은 공동연구 단계에 있는
FTA를 각각 표시.

중국은 수다한 국가ㆍ지역과 FTA를 추진하되 인접지역, 개도국 내지 제3세계
권, 非歐美 지역 등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이인구ㆍ조현준(2007)의 실
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할 때에 자원부존이 풍부
한 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 및 개도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 내지 자원공급원 확보를 도모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내지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하는 효과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은 소위 ‘走出去’(해외진출) 전략과 FTA 전략을 연계시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ASEAN, 호주, 칠레, GCC,
SACU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이들 국가ㆍ지역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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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전술한 바 ‘10+1’ 체제를 주
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동아주의 구축을 추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
기 시작했다. 2005년 경부터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stakeholder’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중대한 이해참여자 내지 이해관계자로 받아들이고 중국이 ‘책
임 있는 stakeholoder’로서 기능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13)
비슷한 시점부터 중국은 소위 ‘조화외교’(和諧外交)를 전개해왔다. 후진타오 주
석은 2005년에 UN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화 세계’(和諧世界)를 힘써 이룩하자고
제안했고, 2006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제6차 정상회의에서 ‘조화 지
역’(和諧地區)을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으며, 6월 17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
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구축 협의회(CICA)’ 정상회의에서는 ‘조화의 아시아’(和諧
亞洲)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조화외교를 겉으로 보면 상호신뢰, 상호이익,
상호평등, 공동발전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조화외교의 내재적 의미는 미국의 외교에 차별화된 가치관을 국제사
회에 전파하면서 여러 국가ㆍ지역과 FTA를 체결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후진타오 주석이 2006년 6월 상하이
협력기구(SCO) 제6차 정상회담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기한 네 가지 건의인 ‘胡四
點’에 잘 반영되어 있다. 첫째,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건립할 때에 각
국의 국가통일 수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만독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각종 문명의 상호 포용을 주창함으로써, ‘문명충돌론’을 반박하고 있
다. 셋째, 다극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단극주의의 불합리성을 돌출시키

13) 2005년 9월 21일 뉴욕에서 열린 미ᆞ중 고위급 전략회담에서 졸릭 국무차관이 ‘stakeholder’
라는 표현을 썼고, 이후 북경을 방문한 스노우 재무장관,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동일한 표현을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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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넷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 상생의 이익을 도모하자고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조화 지역’을 건설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
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통상질서가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지역블록 간의 경
쟁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溫耀慶 2005). 최근 수년
간 중국이 추진해온 경제통합의 대상 지역ㆍ국가는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북아, 러시아, 심지어 중동지역으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陈冰(2006)은 조화외교는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중
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중국이 동북아,
ASEAN, 남아시아, GCC, SCO 등과 각각 추진하는 경제통합은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최종 목표는
자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체를 이루어 EU, AFTA(미주공동체)와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일종의 삼족정립)을 형성하려는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소위 ‘G-2’ 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 미국과 중국을 주요 2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C. Fred Bergsten 등은
중국이 세계 수위의 무역흑자국 및 수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세계무역체제
나 국제통화체제가 거대한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미ㆍ중이 소
위 G-2로서 협력하여 새로운 국제규범과 제도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ergsten et al.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역시 소위 ‘책임있는 대국’(負責任大國)이라는 표현
을 써가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G-2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5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의 제11차 중ㆍEU 정상회의
14) 조현준ᆞ이인구(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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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G-2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1~2개 국가나 대국 그룹이 글
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극화와 다자주의가 시대적 대세라고 주장했다.15)
중국의 전략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G-2론을 제기하면
서 중국에 보다 큰 책임과 비용분담을 떠넘기려는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張幼文ㆍ黃仁偉 2009).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중국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중ㆍ미 전
략경제대화 등 미국과의 협의를 적극 활용하되, 동시에 여타 국가ㆍ지역과의 다양
한 대화 내지 협의 기제16)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계속해서 미국과 차별화된 ‘조화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
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자국에 보다 유리한 세계질서의 형성을 도모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확립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4) 양안 경제통합의 급속한 진전
2008년 5월 대만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이 출범했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
전략의 하나로 양안 경제교류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이후 양안의 소위 ‘三通’(통상,
통항, 通郵)이 이루어지면서 양안의 경제통합은 무역ㆍ투자, 제조업ㆍ농업ㆍ서비
스업 등 전 부문에 걸쳐 급속도로 확대ㆍ심화되어, 소위 ‘차이완’이라는 신조어까
지 등장했다. 특히 2009년 7월 대만정부는 192개 업종17)에 중국자본의 직접투자(소
위 ‘陸資來臺’)를 허용했다. 나아가 양안은 FTA에 준하는 소위 ECFA(Economic
15) ｢溫家寶: 中美共治毫無根據｣, 新聞晩報(上海), 2009년 5월 21일자, A29면.
16) 예를 들면 EU, 일본, 한국, ASEAN, 러시아 등과 각각 운용하고 있는 쌍무적 경제대화 기제,
ASEAN+3 회의, 한ᆞ중ᆞ일 정상회의, SCO, 기타 개도국 집단과의 경제협력포럼(중ᆞ아프리카,
중ᆞ캐리비안, 중ᆞ태평양군도 등의 협력포럼) 등을 들 수 있다.
17) 192개 업종은 △컴퓨터와 전자부품, 자동차, 방직, 플라스틱 등 제조업 64개 △육상ᆞ해상ᆞ항공
운수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117개 △공항과 항만, 관광지 등의 공공건설 분야 1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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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2010년 중에 ECFA가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18)
사실 중국은 2002년 경부터 양안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2002년 1월
28일 중국의 첸치천 부총리는 ‘江8點’19) 7주년 기념대회에서 ‘양안 경제협력 기
제’의 건립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중국은 양안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양안 경
제협력의 주요 목표로 삼았고, 이를 2007년 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명
시했다. 2008년 12월 31일 후진타오 총서기가 ｢대만동포에게 알리는 글｣(告臺灣
同胞書) 30주년 기념좌담회에서 밝힌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의견’에서
도 “양안이 종합적인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안의 특색을 담은 경제협력 기제
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20)
중국이 양안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몇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對대만 경제교류가 종래 ‘대만자본 유치’ 위주
에서 ‘프로젝트 투자와 쌍방향 투자’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盛九元 2009).
즉 양안의 투자협력이 종래 대만의 대중 투자 일변도였던 구조에서 앞으로는 중국
의 자본과 대만의 기술이 결합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안 산
업 내지 경제자원(노동, 자본, 기술, 지식 등)의 상호보완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
로써 각종 시너지 효과(자원배분의 합리화, 국제경쟁력 향상 등)를 얻을 것을 기대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안 산업계가 중국의 수요독점자적 우위(Monopsonistic

18) 마잉주 총통은 2009년 11월 18일 싱가포르 TV와의 기자회견에에서 이같이 밝혔고, 중국의 대
만공작(사무)판공실 王毅 주임은 2009년 10월 25일 成都에서 열린 양안관계세미나의 축사에서
2009년 내에 양안회의(중국의 海協會와 대만의 海基會 간의 회의)의 틀 내에서 ECFA 공식협상
이 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9) 1995년 1월 30일 중국의 장저민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문제 등에 관해 주장한 여덟 가지 사항을
가리킴.
20) ｢胡錦濤就推動兩岸關係和平發展提出六點意見｣, 中國靑年報, 2009년 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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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를 이용해 하이테크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표준을 공동으로 개발ㆍ육성
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양안 경제통합의 제도화를 통해
중화경제권의 역량을 크게 증진시킴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역내에 자국 중심의 동
아주의 확립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방향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회
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
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
는 것은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경험에서 오는 학습효과로 볼 수 있
다. 당시 중국은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내수경기를 크게 부양하며 외환부족
국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내에서 위상과 신뢰를 크게 높이
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사회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다 중대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중국이 인지하는 새로운 기회의 주요 내용과 이를 활용
하려는 정책방향은 중국의 관계, 학계, 언론 등의 반응들을 참고하여 [표 17-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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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위상 향상 기회와 그 활용정책
국제위상 향상 기회

기회 활용정책
- 대대적인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고도성장 지속
- 대외수입 확대로 세계경기 회복에 기여
- 走出去(M&A, 해외자원개발 등) 적극 전개

중국발전
필요론

세계경제가 중국의 발전과
기여를 필요로 하고 있음.

G-2론

중ᆞ미 공조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

- 중ᆞ미 전략경제대화 적극 활용
- 갈등 회피, 공동이익 추구
- 미국의 이중전략(중국책임론, 중국위협론)에 주의

다극화
시대론

‘一極多强’에서 다극화
체제로 빠르게 재편

- 중국이 동방-서방, 남방-북방 간의 대화ᆞ협조를
촉진
- G-20 외에 여러 나라ᆞ지역과의 협의기제 적극
활용
- 조화외교 내지 베이징 컨센서스 확산

비용
분담론

미국이 국제체제
유지비용을 전담할 수 없음.

-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십분 활용
- 국제체제나 기구에 대한 지분참여, ODA 등을
확대

위안화
중시론

위안화의 지역통화,
기축통화로의 발전 가능성

- 아시아 역내금융협력 주도(CMI공동기금 확대 등)
- 위안화 국제화, 자본대국으로 발전 등을 촉진

자료: 필자 정리.

[표 17-9]에 정리된 바 중국의 기회활용 정책들은 역내 지역경제통합 추진의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이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발전 필요론의 경우, 중국은 대대적인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고도성
장을 지속하고 대외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대중 의존도 상승을 유도
하고 역내에서 자국의 위상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버홀트
(W. Overholt)는 중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자원집약적인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크게 증가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중국의 IT부문의
투자ㆍ생산 증대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하
고 있다.21) 한편 중국은 역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에 거는 기대가 커진 것을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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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出去(M&A, 자원개발 등) 확대의 호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3년 29억 달러에서 2008년 559억 달러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서 2008년에 69.1%에 달
했다. 홍콩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ㆍ지역(한국, 북한, 일본, 몽고, 마카오, 대만)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3년 2.0억 달러(투자비중 7.0%)에서 2008년 10.8억 달러(동
1.9%)로 늘어났다. ASEAN 10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3년 1.2억 달러에 불과하
던 것이 2008년 24.8억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ASEAN에 대한 투자비중은
4.2%에서 4.4%로 소폭 상승했다(표 17-10 참고).
둘째, G-2론의 경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전술한 원자바오 총리의 지적처럼 이
개념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전략가
들 사이에서는 이 개념이 중국에 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위협론을
역내에 확산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음은 부인할
표 17-10. 2003년, 2008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역내 비중
2003년
금액(만 달러)

2008년
비중(%)

금액(만 달러)

비중(%)

285,465

100.0

5,590,717

100.0

134,753
(114,898)
(19,855)

47.2
(40.2)
(7.0)

3,971,899
3,864,030
107,869

71.0
69.1
1.9

ASEAN 10국

11,932

4.2

248,435

4.4

동아시아(홍콩 제외)

31,787

11.2

356,304

6.3

전체
*

동북아
(홍콩)
(홍콩 제외)

주: * 동북아는 한국, 북한, 일본, 몽고,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
자료: 中國 商務部(2009), 2008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21) Overholt(2009), ｢내년중 위안화 절상 불가피｣, 한국경제신문, 2009년 11월 18일자 인터넷 기
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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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2009년 4월 런던에서의 G-20 제2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G-2의 일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G-2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김흥수 2009). 사실상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의 구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張幼文ㆍ黃仁偉
(2009)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상호의존은 상품에서부터 자본ㆍ금융, 통
화안정 분야로까지 확대ㆍ심화되어, 일종의 ‘금융공포의 균형’(a balance of financial terror)이 존재하며, 서로 상대방의 핵심이익에 유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ㆍ미 전략경제대화 등 양국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공동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내질서 내지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문제에 있어
서 중국은 미국과 차별화된 접근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추구하는
자국 중심의 동아주의(Sino-centric)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ㆍ태주의(AsiaPacificism)와 상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중국은 아ㆍ태주의를 견
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표 17-9]에서 지적한 세 번째 기회
즉 다극화(multi-polarization) 시대로의 전환에서 오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이 세계 최대, 최강의 개발도상국임을 내세워 동방과 서방, 남
방(개도국)과 북방(선진국) 간의 대화와 협조를 촉진하고 그 사이에서 중재 및 조
정자 역할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자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주의를 형성
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G-20 회의에 참여하는 역내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ASEAN 등과 각각 운용하고 있는 쌍무적 경제대
화 기제, ASEAN+3 회의,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SCO 등 다양한 협의기제를 적극

22) 李英明(2001)은 탈냉전시기에 동아시아에 몇 개의 지역주의가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보
았다. 즉 미국 중심의 아ᆞ태주의, ASEAN 10국이 형성한 ASEAN주의(ASEANism),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각각 자국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아주의가 병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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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차별화된 소위 ‘조화 외교’를 전
개하면서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 즉 ‘조화의 아시아’를 건립해 나가려 할 것이
다. 중국이 주창하는 조화외교 내지 조화세계는 미국과 차별화된 가치관을 담고 있
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립되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23)의 확산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비록 베이징 컨센서스가 실제로 존
재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24) 분명한 것은 중국이 자국 중심의 지역
주의(소위 ‘조화지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표 17-9]에서 지적한 ‘비용분담론’ 및 ‘위안화 중시론’ 등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등 자금동원능력을 십분 활용할 것
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IMF 등 국제체제나 기구에 대한 지분 참여를 늘리면서 금
후 국제통화금융체제의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 할 것이다.
동시에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여 위안화의 지역통화 내지 기축통화로의
발전 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대표적인 2009년 5월 10+3 재무장관
회의에서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 규모를 1,200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은 자국의 지분을 일본과 동일한 32%(384억 달러)
로 늘렸다. 중국은 자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CMI 공동기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장차 아시아통화기금(AMF) 내지 ‘아시아 공동통화’ 등 역내 통화금융질서의 형성
을 주도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
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면서 FTA와 ODA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시장과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앞으로 중국 또한 이러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외환보유고와 국부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본대국으로의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張幼文ㆍ黃仁偉 2009). 이를
23) 베이징 컨센서스는 2004년에 Joshua Cooper Ramo 교수가 제시한 개념임.
24) 강선주(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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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중국은 세계금융ㆍ외환질서의 새로운 형성을 주도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에
대한 투자 진출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의 충칭시가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시에 조성하려는 한ㆍ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중국측이
최소 3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 상무부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5)
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자국의 ‘듀얼 허브’ 기능 즉 세계적인 제조기지인
동시에 구매시장에서 오는 비교우위와 급증하는 외환보유고 등을 바탕으로 하여
통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역내국가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빠르
게 상승하고 있다. 전술했듯이 한국, 일본, 대만, ASEAN 등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했다(표 17-4, 17-5, 17-6 참고). 반면에 중국의 대외무역에
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표 17-7 및 그림 17-1 참고).
이러한 상대적 격차 및 그 확대 가능성 문제는 역내 경제통합 특히 한ㆍ중ㆍ일 삼
국의 역내 경제통합 추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역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과대해지는 것을 위험시
하여 역내 FTA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낳는 것이다. 그 부정적 영향은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과의 양국간 FTA 추진에 소극적인 태
도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저하를 위해 역외 국가ㆍ지역과
의 FTA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역내에 중국 중심의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역내 통합경제권의 범위를 인근 국가ㆍ지역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중
국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 할 수 있다.
25) ｢충칭시-무안시(전남)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선일보, 2009년 7월 21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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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대표적 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둘러싼 중ㆍ일 간의 의
견 차이이다. 전술했듯이 탈냉전시기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자국 중심의 동아주의
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등구조를 보여 왔다. 일본은 ASEAN+6의 동아공
동체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동아공동체에 인도, 호주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통합 구
도의 형성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10+3 기제를 동아공동체 건립의 모체로 삼을 것을 줄곧 주장해왔고, 동시에 ASEAN
이 역내 경제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지해왔으며, 일본의 10+6 기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희석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張幼文ㆍ黃仁
偉 2009).
한편 후자의 경우, 즉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증가가 오히려 중국과의 FTA나
역내 FTA를 촉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경제가 일종의 구심력
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지
닌 세계적인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은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인도할 수 있는 ‘으뜸
패’(Trump)이고, 주요 무역국가들이 중국과의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불
리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于培偉 2005). 또한 중국의 인접국들 중 일부
는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가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
흐름에 편승(bandwagon)하려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개방형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ㆍ심화를 목표로 역내국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자
리잡을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과 대만 간에 성숙산업의 중국
이전 내지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해온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경쟁은 연구개발 및 성장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었고 일본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
다. 이와 연관된 논리로서 R. Balowin(1999)의 도미노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중국 중심의 경제권 내지 무역블록이 커질수록 이에 불참하는 데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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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커지므로 중국 중심의 지역블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대만
의 ECFA가 이루어지면 양안 산업의 시너지 효과 및 무역전환 효과를 낳아 한국
에 불리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이는 다시 일본에 불리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동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중화경제권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양안 경제통합의 제도화가 중화경제권의 역
량을 크게 증진시킬 것을 기대할 것이다. 장차 양안 ECFA가 발효되면 중ㆍ홍콩
CEPA, 중ㆍ마카오 CEPA와 결합해 ‘兩岸四地’(중국과 대만ㆍ홍콩ㆍ마카오)가 자
유무역지대화되는 것이다. 이는 중화경제권의 제도적 통합이 확립됨을 의미한다.
장차 중화경제권의 증대된 통합역량은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추진역량을
증강시킬 것이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 및 경제질서의 변화를
자국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자국 중심의 동아공동체 확립을 도모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중화경제권, 10+3 기제 중심의 동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남아시아, GCC, 동북아, SCO 등과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전술했듯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AFTA, EU와 함께 세계경제
를 주도하는 3대 세력 내지 삼족정립의 한 축으로의 부상하는 것을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은 이러한 장기적이고 원대한 시각에서 예
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사실상 새로운 경제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부상했
기 때문이다. Bergsten(2008)은 일국이 경제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으로 세계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규모, 세계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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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역동성, 타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개방형 무
역ㆍ투자의 유동성을 들고, 현재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미국과 EU와
중국뿐이라고 보고 있다.

3. 우리의 정책방향
가. 시대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날 중국경제의 세계적 위상은 10년 전의 그것과 비교하면 가히 ‘상전벽해’의 변화
로서 각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일반적인 예측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의 사고나 예측이 중국의 변화속도
를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국력과 국제위상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19년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금후 10년간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중국은 사실상 이미 경제 초강대국(superpower)으로 부상했으며 자
국경제의 강력한 구심력 내지 흡인력을 바탕으로 역내국의 중국경제 의존도를 빠
르게 상승시키면서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 중심
의 동아주의 형성에 대응해 보다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
나는 중국 의존도의 과도한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차별적 경쟁우위를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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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중심이 아닌 개방적 동아주의의 형성
전술했듯이 중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동기 외에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는 동아
공동체를 둘러싼 중ㆍ일 간의 주도권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은 아시아 경제질서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아ㆍ태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09년 11월 14일 오바마 대통령
이 도쿄에서 행한 연설에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파트너십’(TPP)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내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ㆍ일ㆍ중의 주도권 경쟁을 놓고, 한국이 어떠한 선
택을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역내 경제협력 추진 시 경제적 이익과 비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 나
라가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국익은 크게 생존(즉 안보), 번영(즉 경
제발전), 영향력 확대(즉 국제적 지위 향상)로 구분할 수 있다(서진영 2006).
먼저 생존(안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역내에서 강대국간 역내 헤게모니 경
쟁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록 미, 일,
중 사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한
나라와의 전략적 연합을 통해 다른 두 나라 간의 경쟁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는
있다. 미, 일, 중의 삼각 경쟁관계에서 한국의 안보불안을 조장하기 쉬운 양자 경쟁
관계는 미ㆍ일이나 미ㆍ중 관계가 아닌 일ㆍ중 관계이다. 한국은 한ㆍ미 FTA 등
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ㆍ중 간의 헤게모니 경쟁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오늘날까지 성장
한 것은 대미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구조에서 출발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구
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안보, 영향력 확대를 촉진시켜온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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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외교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렇게 국
익에 유리한 구조를 쉽게 바꿀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
둘째, 영향력 확대(국제적 지위 향상) 측면에서 볼 때, 한ㆍ미 및 한ㆍEU FTA
가 성사되면,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의 FTA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ㆍ중 간의 역내 헤게모니 경쟁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적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번영(경제발전) 측면에서 볼 때 한ㆍ미 및 한ㆍEU FTA는 한국에 지역주
의를 다변화하는 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한 개
방형의 지역주의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지역주의는 한
국경제가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응당 취해야 할 선택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은 한ㆍ미 및 한ㆍEU FTA를 국내 산업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적
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ㆍ미 및 한ㆍEU FTA는 국내 지식기반산업
확충,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상술한 바 경제발전, 국제적 지위 향상, 안보 등의 제 측면을 감안한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 중심의 아ㆍ태주의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향한 개
방형 지역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래 한ㆍ중 FTA를 포함한 대중 경
제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이러한 개방형 지역주의의 큰 틀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중국 의존도 제어를 위한 차별적 경쟁우위의 창출
초강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나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강
력한 구심력 내지 흡인력이다. 역내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면 중
국 중심의(Sino-centric) 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역내국들은 소위 ‘중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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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ization)의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
중국 의존도의 과도한 상승을 제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지향점이 전
세계를 향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경제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우
리 경제가 자칫 중국 의존 체질로 굳어져 중국 추수형(追隨型) 경제가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했듯이 전 세계를 향한 개방형 지역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마치 글로벌 경영의 일환으로 중국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3국 투자를 통해 중국으로의 과도한 투자
집중 리스크를 제어할 수도 있고, 국제분업으로 한ㆍ중 분업의 한계를 초월할 수
도 있으며, 글로벌 전략적 제휴로 한ㆍ중 기업협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다. 또
한 한ㆍ미, 한ㆍEU FTA에서 오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ㆍ중 분업구조
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은 초강대국인 중
국에 대해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변증법적 사고 내지 유연한 사고,
역발상적 사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산
업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염려로 인해 우리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
에서 짓눌리는 상황(nut-cracking or sandwiching)에 빠진다는 피동적이며 소극적
인 태도가 퍼져왔다. 앞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좋은 품질, 일본보다 합리적인 가격
으로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는 ‘역(逆)샌드위치론’과 같은 적극적인 발상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26) 즉, 한국이 일ㆍ중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피동적
발상이 아니라 일ㆍ중과 차별화된 한국 특유의 포지셔닝을 개발하는 능동적인 발상
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업이 경쟁사에 차별화된 위치를 찾기 위해 포
26) 예를 들면, 비록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더라도,
포스코가 일본의 도요타와 소니에 2009년 사상 처음으로 철강재를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납품선
을 엄선하는 일본 내 제조업체들이 포스코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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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셔닝 맵핑(positioning map)을 통해 이상점(ideal point)을 찾아나가듯이, 중국ㆍ일
본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혹은 양 극단이 아닌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는 취지에서 ‘골디락스(Goldilocks)27) 포지셔닝’으로 비유
할 수도 있다. 즉 일본과 중국의 양 극단 또는 양국의 상호대립과 모순 혹은 상호경
쟁, 상호 비대칭, 상호 간극 등의 사이에서 한국이 최적점, 균형점, 가교역할, 제3의
대안, 통합점 등에 위치하는(Goldilocks positioning) 것이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위
해서는 현재 한국이 특유의 강점을 보이고 있거나 앞으로 강점이 될 만한 것들, 즉
골디락스 포지셔닝이 유망한 분야를 집중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내지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09년 초 발표한 금후 10년 간의 10대 산업 진
흥계획을 보면, 10가지 중 9가지가 제조업이다.28) 세계 주요 국가가 미래의 신성
장동력 산업으로 중시하고 있는 분야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관건은 누가
빨리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여 대량생산하느냐의 문제이다.
한국의 신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녹색산업도 타국 역시 중시하고 있으므로, 한국
이 타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녹색산업 기술개발에 있어서 중국요인을 중시하는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질 필

27) 골디락스(Goldilocks)는 최적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임.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고성장에서
도 저물가를 보이는 중국경제를 골디락스로 비유한 적이 있으며, 이후 골디락스는 저물가 속의 고
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쓰임. 골디락스 프라이싱(pricing)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는 매우
비싼 상품, 매우 저렴한 상품, 중간가격의 상품을 함께 진열해 중간가격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
도하는 마케팅 기법임. 본래 골디락스는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세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서 인용한 것임. 동화에서 골디락스(금발머리 소녀)는 곰이 끓여 놓은
세 가지 수프 즉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적당한 것 중에서 적당한 것을 먹고 기뻐했다고 함.
28) 중국은 2009년 1월과 2월에 걸쳐 소위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10대 산
업에는 철강, 자동차, IT, 기계장비,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경공업, 방직, 물류업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진흥계획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내수확대, 구조조
정, 수출촉진, 해외투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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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한국은 최대의 환경오염 배출원인 중국과 인접해 있다. 현재 3,000달러
를 넘어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장차 현재의 한국수준으로까지 상승한다면 세
계 에너지ㆍ식량ㆍ환경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29) 환경오염과 에너지 과소
비 문제는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중국에서 환경ㆍ에너지 비
용의 급상승은 필연적이다. UN-Habitat의 2008년 보고서30)를 인용한 Hald(2009)
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세계의 20대 오염도시 중 16개가 중국에 있다. 현재 중국
의 인구 대비 자동차 보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한데 향후 보급률이 급속히 상승할
경우,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 문제는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에너지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에
너지 소비 비효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에 중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량은 세계 최저수준인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일본의 무려 6.6배에 달했다(그
림 17-3 참고).31)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는 녹색기술 혁명을 통해 반드시 해
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 이를 감안하여 금후 한국은 선제적으로 녹색산업
분야의 역내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 녹색산업 협
력을 성장문제 차원이 아니라 생존문제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 퓨전 또는 컨버전스 등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중국보다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연성권력(soft power) 내지 연성가치(soft value)에
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경성가치(hard value)

29) 2007년부터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중국은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
준이면서도 1인당 소득 5만 달러 수주인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월함.
30) UN-Habitat의 해당 보고서 명은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8/2009: Harmonious
Cities이며 아랍어로 쓰여졌음.
31) 같은 기간 주요국의 해당 수치는 영국이 1.33, 프랑스가 1.57, 독일이 1.74, 미국은 2.02였다(高見
澤学 2009. 5.), ｢エネルギーから見る中国：真の省エネᆞ環境を考える(その２)｣, 日中経済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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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3. 주요국의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2005년)

주: 일본을 기준(일본=1)으로 함.
자료: 高見澤学(2009).

분야에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연성가치가 경
성가치를 능가하는 분야는 적지 않으며, 기업들은 연성가치를 활용해 부가가치 산
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32) 유망분야로는 한류와 IT 경쟁력을 문화산업에 접목시켜
다양한 문화 컨텐츠 상품을 개발하는 것, 지경학적 이점을 이용한 역내 물류거점
화, IT 인프라를 활용한 역내 사이버협력, 정보ㆍ지식기반 협력 거점화 등을 들 수
있다. 소프트 파워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이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 경제협력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한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망한 산업을 예시하자면 반도

32)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파는 사람보다 아름다움을 파는 사람이, 장난감을 파는 사람보다 즐거움을 파
는 사람이, 몸만 치료하는 의사보다 마음부터 치료하는 의사가, 카메라를 파는 사람보다 추억ᆞ그
리움을 파는 사람이 높은 수익성과 다양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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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ㆍIT 분야의 뛰어난 경쟁력을 활용한 LED 분야, 조선산업의 발달을 이용한 해
상 풍력 개발, 세계 메이저 자동차 납품계약에 성공한 리튬이온 전지 분야,33)
G-20 회의에서 한국이 선도할 분야로 지정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ㆍ미 및 한ㆍEU FTA를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에 앞서 미국 및 EU와 FTA를 발효시킴으
로써 역내 FTA 허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를 유럽 및
북미로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미, 대EU FTA를 한국 농업의
적응력 또는 경쟁력 향상의 촉진 기회로 활용한다면, 장래 한ㆍ중 FTA가 한국 농
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3) 삼성 SDI는 BMW에, LG화학은 GM에, SK에너지는 다임러 그룹에 전기차용 2차 전지 공급업
체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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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본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1955년 이후 장기집권을 유지해왔던 자민당은 2009
년 8월 30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완벽히 참패했다. 선거전 308석의 의석은 119석
으로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자민당의 아이콘이었던 유력한 정치인들도 국회라는
정치의 ‘장’에서 추방되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의 약간의 격차 속에서 충분한 견제
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아니라, 완전한 소수야당으로 전락된 것이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일본정치 그 자체였다. 1955년 창당 이후 1990년대 초반까
지 단 한번의 정권상실도 없이 장기집권을 해왔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경제대
국 일본의 ‘성공신화’를 창출해낸 시기였다. 비록 1990년대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시
작과 함께 정권을 내놓은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잠깐의 기간에 불과했다. 고도성
장의 신화도,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개혁도 모두 자민당 정치체제하에서 유
지되어온 것이었다.
자민당의 참패는 단순히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또한 일본의 관료집단의 부패 및 규율성 해이 등의 비판에 전적으로 기
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대응한 일본 위정자들의
실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이제 일본은 지금까지의 자민당노선과는 다른 새로운 ‘진보’의 실험을 하고 있
다. 바로 2009년 9월에 성립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起夫)의 민주당정권이다.
하토야마는 ‘우애(友愛)’를 키워드로 하여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
러면 하토야마가 이야기하는 ‘우애’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2009년 8월 10일 일본의 Voice라는 잡지에 기고
한 하토야마의 논문인 ｢나의 정치철학｣이다.1) 하토야마는 자신이 말하는 ‘우애’란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인 자유ㆍ평등ㆍ박애에서 말하는 박애(fraternity)를 가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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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말한다. 그의 조부였던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유럽통합의 선구자였던
쿠덴호프 칼레르기(Nikolaus von Coudenhove-Kalergi)의 저서를 번역 출판했을
때, 이 ‘박애’를 ‘우애’라고 번역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애’란 유약한 개념이
아니라 혁명의 기치를 수반한 전투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의 창당선언문(1996년 9월 11일)에서 주장했던 ‘개인의 자립’과 ‘타인과의 공생’
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생의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비판, 가족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NGO에 대한 강조, 통화통합까지 포함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
한 비전 등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하토야마 일본민주당의 정책변화까지 포함하여 일본경제의 대외
구상의 전개와 변화, 그리고 한국에의 영향,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제2절에서는 일본의 대외경제구상을 분석하기 이전에 일본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에 있어서 1990년대의 장기불황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
라, 이후 2000년대를 통해서 20년간으로 연장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대 토건국
가의 실패, 200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실패가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나, 그
러한 국내경제적 실패가 결국은 대외경제구상에 있어서도 포용력을 상당히 잃어버
리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외경제구상의 논의 시작 전에 일본경제가 지나온
20여 년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제3절은 일본경제의 대외구상을 살펴본다. 먼저 기존의 자민당정부와 새롭게 등
장한 민주당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비교해서 분석하며, 양쪽 모두에 해당될 수 있
는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1) 하토야마의 논문원본, 그리고 영문과 한글번역본은 http://www.hatoyama.gr.jp/masscomm/
090810.html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대외관계에 대한 축약본은 New York Times(2009. 8. 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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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과 5절은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한ㆍ일
FTA는 왜 결렬되었으며,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 논의된다. 제5절에서는 한ㆍ일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대외경제정책의 미래상
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본다.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가. ‘잃어버린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2)
1) 1990년대: 토건국가의 귀결
1989년 12월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진 것을 계기로 불황국면에 들어선 일본경
제는 이후 1990년대를 통해 장기불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1990년대를 통해서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렀으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
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정책당국은 1990년대 장기불황을 타결하는 기본방향을 경제대책, 그것
도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확대에 맞추어 운영해왔다. 1992년에는 공공사
업을 중심으로 하는 10조 7,000억 엔이라는 과거 최대의 종합경기대책을 실시하였
으며, 1993년도에도 13조 2,000억 엔에 달하는 종합경제대책을 실시했다. 1994년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사회당의 무라야마(村山) 내각은 경기회복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투자의 증대를 유지
함과 동시에 1994~96년간 소득세의 특별감세 및 소비세의 인상(3%에서 5%로)을

2) 일본경제의 직면문제 이에 대한 하토야마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김종걸(2009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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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소비세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회당 연립정권이 소비세의 인상
을 결단한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공공투자로 인
해 재정적자는 누적되어갔으며, 재정운영의 국채의존도는 1992년의 13.6%에서
1995년에는 28.0%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림 18-1. 일본 GDP 성장률(전년대비)

자료: ｢主要経済指標｣, 経済のプリズム No. 72(2009. 11).

1996년 이후 경기회복의 예측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재정재건의 논의가 있었으
나 이것 또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국면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98년 7월에 탄생한 오부치(小淵恵三)정부에서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보다 적
극적인 경기확대정책이 추진되어, 이로 인해 1999년도 추경예산 후의 공채의존도
는 43.4%까지 치솟게 된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듯이 5% 전후에 머물러 있었던
정부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은 2001년까지 6~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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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신자유주의 속의 일본인

가) 구조개혁의 담론
1990년대의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주류담론이 도달한 결론은 결국 일본의 장
기불황이 단순한 경기순환과정의 정체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었다. 이
후 일본의 주류담론에서의 논의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대한 논
의로 집약된다. 여기서 野口悠紀男(1995)의 ‘1940년체제론’, 堺屋太一(2002)의 ‘소
와16년체제론’, 혹은 일본을 대표하는 케인스경제학자인 佐和隆光(2003)조차도 일
본의 불황원인은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일본이 공업화 사회에서 포스트공업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지
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형 고용관행은 사무노동을 IT로 전환시키는 것
을 어렵게 하며, 기업간 계열관계도 값싸고 질 좋은 해외의 부품사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개방경제 속에서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도 그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정책이 아닌 글로벌스탠더드, 즉
영미형 시장경제를 표준모델로 하는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4)
이상과 같이 1990년대, 2000년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논자들의 주장은

3)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투자 중심의 경기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던 것인가? 植草一秀는 대규
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명확한 경기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히 연결시켜
경기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단락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한다(｢超緊縮財政は
景気悪化を人為的に促進する自殺行為である｣, 文芸春秋 日本の論争 2007년판). 그러나 井堀利宏
ᆞ他 혹은 吉田和男(2005)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경제데이터에 대한 상당히 면밀한 분석
을 통해서 공공투자 중심의 경기회복 노력이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오히려 문
제시해야 할 것은 1990년대를 통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동반한 재정지출이 경제를 크게 진작시키
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井堀利宏ᆞ他(2002. 7), ｢90年代の財政運営：評価
と課題｣,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フィナンシャルᆞレビュー; 吉田和男(2001), 日本経済再
建｢国民の痛み｣はどうなる, 講談社.
4) 野口悠紀夫(1995), 1940年体制 東洋経済新報社; 堺屋太一(2002), 日本の盛衰 PHP新書; 佐和隆
光(2003), 日本の｢構造改革｣, 岩波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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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영미형의 시장주의적 개혁인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각자의 논리는 미묘한 차
이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크게는 시장주의적 개혁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는 논리(野口悠紀男, 堺屋太一)와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구하지만, 이것
을 보완할 만한 복지지출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佐和隆光).

나) 구조개혁 정책
그러나 이후 벌어진 일본정부의 구조개혁정책은 佐和隆光과 같은 시장주의적 개
혁과 복지확대를 겸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
할을 줄이며, 복지부문도 정부의 부담을 줄여가는 형태의 개혁이었다. 전형적인 감
세기조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한 재정의 압박을 지출삭감으로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민영화와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개혁정책이었다. 이러한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고이즈미정권(小泉純一郎, 2001년 4월~2006년 9월)
이었다. 199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각종의 개혁어젠다를 설정해왔으나,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개혁을 선명히 내세운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이었다.
고이즈미의 첫 번째 시도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때 사용한 수단이 바로 ‘경제재정자문회의’라는 기구였다.5) 고
이즈미는 2001년 4월 집권하자마자 경제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 회의를 통해
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OO년도 골태(骨太)의 방침｣이라는 형태로 매년 발
표해나갔다.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이 매년 과거와의 연속성과 차별성하에서 발표되
는 것은 정책실시의 투명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5)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경제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예산편성계획, 전국종합계획 등의 중요한 경제재
정정책이 조사ᆞ심의되는 기관으로서 2001년 1월에 설립된 바 있었다. 이 회의에는 총리대신을 의
장으로 하는 10명의 위원 중 40%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충당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2인
의 유력한 재계인과 2인의 경제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経済財政諮問会議 홈페이지
(http://www.keizai-shimon.go.j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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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의 감세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갔다. 일본정부는 1990년대의 불황
에 직면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의 감세를 추진해왔다. 특히 고소득자의 세금
감액 범위가 더욱 컸다. 개인소득세의 부담수준을 연소득별로 살펴보면 1986~2007
년 기간 중, 고소득자층인 연급여 3,000만 엔의 개인소득세(주민세포함)는 1,350만
엔에서 918만 엔으로 하락한 데 반해 중산층의 평균수준에 해당되는 연급여 700
만 엔의 경우에는 89만 엔에서 46만 엔의 하락에 불과했다.6)
셋째, 감세기조 속에서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정부지출의 감
소로 귀결되었다. 가장 대대적인 지출삭감 노력은 바로 공공사업분야였다. 고이즈
미는 2002년도 예산에서 공공사업을 전년대비 10% 삭감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
며, 이후 공공사업의 예산규모는 1999년 13조 엔에서 2006년도 7.2조 엔으로 축
소했다. 사회보장지출비 또한 억제했다. 고이즈미는 연금납부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급부의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의료제도에 있
어서도 ｢의료제도개혁의 기본방침｣(2003. 3), ｢의료제도개혁대강｣(2005. 12)에 의
해서 환자의 자기부담비율의 인상, 보험료의 인상, 고령자보험제도의 대상연령 상
향조정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지
방교부금)도 삭감했다. 소위 ‘삼위일체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① 국고보
조금의 폐지 및 삭감, ② 세재원 이양을 포함한 세재원 배분의 개혁, ③ 지방교부
세의 개혁을 전체적으로 실행하는 개혁을 말한다.
넷째, 다양한 특수법인을 정리했다. 도로 4공단, 도시기반정비공단, 주택금융공고,
석유공단의 폐지 혹은 분할민영화, 모든 특수법인(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재검토 및
정부지원예산의 대폭삭감을 추진했다. 특수법인개혁의 최대의 초점은 역시 우정사업
의 개혁이었다. 이를 위해 2004년 9월, ｢우정사업 민영화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
며, 자민당 및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국회해산 및 총선거로 우정민영화를 돌파
6) 財務省(2008. 10), ｢財政につおいて考えてみ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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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 자민당정부의 주요 개혁일지
1996. 5
1996.11
하시모토 내각
1997. 3
(1996년 1월~
1997.11
1998년 7월)
1997.12
1998. 4
1998.10
1998.12
오부치 내각 1999. 2
(1998년 7월~ 1999. 4
2000년 4월) 1999. 7
1999.10
2000. 4
2000. 6
모리 내각
2000. 8
(2000년 4월~ 2001. 1
2001년 4월) 2001. 3
2001. 4
2001. 6
2002. 6
2002. 6
2002.10
2003. 4
고이즈미 내각 2004. 3
(2001년 4월~ 2004. 4
2006년 9월) 2004. 6
2005. 8
2005.10
2005.10
2006. 3
2006. 3
아베 내각
(2006년 9월~ 2006.12
2007년 9월)
후쿠다 내각
(2007년 9월~ 2007.10
2008년 9월)
2008. 8
아소 내각
2008.10
(2008년 9월~
2008.12
2009년 8월)
2009. 4

소비세 3%에서 5%로 인상
일본판금융빅뱅 등의 구조개혁구상 발표
규제완화추진계획 각의결정
三洋증권, 山一증권, 北海道척식은행 파산
독점금지법 개정, 지주회사 해금
외환관리법 개정, 일본판금융빅뱅 개시
일본장기신용은행, 일본채권은행 파산
금융시스템개혁법 시행(금융자유화 가속)
일본은행 정책금리를 0.15%로(실질적 제로금리 정책)
쌀의 관세화 실시
興銀ᆞ第一勧銀ᆞ富士銀의 경영통합
住友은행ᆞ사쿠라은행 합병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개호보험제도 실시
大店法 폐지
일본은행 제로금리 정책 해제
중앙성청을 1부 12성청으로 재편, 경제재정자문회의 시작
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 실시
우편적금, 간이보험, 연금의 전액자주운용 개시
경제재정자문회의, ｢골태의 방침｣ 결정
도로관계4공단 민영화추진위원회 활동개시
｢골태의 방침 2002｣ 각의결정, 삼위일체개혁을 명기
금융재생프로그램(竹中플랜) 결정
일본우정공사 발족
개정노동자파견법 시행, 파견시간의 규제 완화, 제조업에 대한 파견 해금
국립대학 법인화, 직원은 비공무원화
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연금개혁법 성립
참의원에서 우정민영화개시법안 부결, 중의원 해산, 총선거로 자민당 압승
일본도로공단 등 도로관계4공사 민영화, 6사로 재편.
우정민영화관련법안 성립
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 해제
합병특례법 적용 종료. 市町村의 수는 3232→1820으로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성립
우정공사 민영화,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 발족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생활대책
생활방위를 위한 긴급대책
경제위기대책

자료: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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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갔다. 2005년 10월 20일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다섯째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파견노동의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1986년 성립된 ｢노동자파견법｣은 13개 서비스업의 전문
직종에 한정되어 허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6년에는 전문업종의 대상을 26개로
늘렸으며, 1999년에는 전문업종 내에서의 허용대상을 원칙적으로 자유화시켰다.
2004년에는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의 제한을 26개 전문직종의 경우 무제한(기존은 3
년)으로 변경하고, 그 대상도 서비스업의 전문업종에서 일반제조업으로 확대시켰다.

다) 구조개혁의 귀결
이러한 고이즈미개혁으로 일본경제의 성장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
히려 일본인들을 빈곤과 불평등으로 몰고 갔다고 평가된다.
첫째로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크
게 제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7) 2000년대의 성장률은 2%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
은 장기불황기라고 일컬어졌던 1990년대의 성장률을 약간 상회할 뿐이었다. 1,600
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
지 않는 현실, 이것은 바로 ‘작은 정부’가 가져오는 ‘불안감’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그리고 ‘작은 정부’가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바로 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막대한 금융자산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러한 국내소비의 부진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억제하였다.

7) 각국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정책이 성장력을 제고했다는 증거를 잡기는 무척 어렵다. 레이건의 집권시
기에 미국경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에 시달렸으며, 경제성장률도 이전 1960년대
의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대처정권 시기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체
의 노동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매출액이 별로 증가하지 않은 상황은 영국
의 기업들이 인원의 삭감 등에 의한 합리화에는 열심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증대로 인한 생산력
향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神野直彦(2002), 人間回復の経済学, 김욱 옮김, 인간회복의
경제학, 북포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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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이러한 개혁이 재정적자의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출삭감
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증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은 항
상 뒷전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단년도 재정적자 폭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누적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했다. 더욱이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 최대의 경기대책을 발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또 다시 확
대되어갔다. 재정적자문제는 누차에 걸친 건전화노력(1996년, 2001~07년)에도 불
구하고 ‘해결’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선진국 내 최고의 재정
적자 국가라는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2008년 3월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잔고
는 명목GDP 대비 177%에 달하며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셋째는 이러한 개혁과정을 통해서 전후 일본사회를 유지해왔던 질서가 크게 변
화했다는 사실이다. 2009년 현재 일본은 과거의 일본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변화하였다. 어느 서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사회 일본’, ‘빈곤사회 일본’,
‘갈등사회 일본’이라는 제목의 책들, 그리고 지하철과 공원의 한구석에 널부러져
있는 홈리스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일본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8) 안정된 일자
리를 제공하던 기업은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늘려왔으
며, 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던 정책들도 대부분 폐기되었다. 그 속에서 당연히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되어야 했으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그조차도 축소되어갔다.
전체 노동자 중에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1985년 16.4%였으나, 1990년에는
20.1%, 2007년에는 33.5%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소득분포의 중앙치의 50%
를 밑도는 인구비율)은 1984년 7.3%에서 94년에는 8.1%, 그리고 2004년에는

8) 현재 일본사회의 모습은 ‘불평등사회일본’, ‘빈곤사회일본’, ‘사회통합구조의 붕괴’라는 이미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각각, 佐藤俊樹(2000), 不平等社会日本, 中公新書; 湯浅誠(2008), 反
貧困, 岩波新書; 藤通夫(2002), 反｢構造改革｣, 青木書店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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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로 상승했으며,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간노동소득 150만 엔 미만
의 노동자의 비율은 1997년 19.4%에서 2002년 22.5%, 그리고 2007년에는 24.3%
로 증가했다.9)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1990년대 이후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2008~09년의 글
로벌 금융위기는 충격이었다. 2008년 9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기인
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후 일본 및 동아시아 국가들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경제위
기의 실마리는 미국이 제공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동아시아 지역에
서도 급속한 자본 유출과 함께 통화ㆍ주식ㆍ부동산 가격이 연쇄적으로 하락했다.10)
애초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 국가들에 그리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IMF(2007)는 ① 동아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IT 제품은 미
국의 주택시장 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② (중국을 제외하고) 수
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 ③ 인플레이션 압력
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완화 및 재정발동의 여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은 애초부터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했었다. 그러나 미국시장의 혼란은 이러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라는 쇼크가 동아시아로 전파되자, 각국의 경
제는 급속히 ‘실속’되어 갔다. 특히 일본경제의 혼란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
다. 2008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환산)은 -12.7%로서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 -6.5%의 2배 가까운 충격이었다. 미국 및 동아시아지역 수출시장의

9) 岩田一政ᆞ他, ｢所得格差の現状について｣, 2009年4月21日の経済財政諮問会議への提出資料.
10)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종걸(2009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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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그리고 주로 미국에 투자되었던 일본 자금의 대거귀환으로 인한 엔고는 일본
경제의 목을 죄고 있었다.11)
그림 18-2. 금융위기와 일본의 성장률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은 바로 ‘태평양수지균형’(transpacific
balance)이 붕괴한 데 있다. 즉,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의 과
도한 소비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아시아로부터의 대미 수출과 자금 환류
(미국 채권의 구입)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과잉소비’와 동아시아의
‘과잉 저축’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 즉 ‘태평양수지균
형’이 파괴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가져온 것이었다.12) 1,600

11) 일본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성장률 저하도 심각했다. 2008년 10~12월의 경제성장률(전년대비)
은 중국이 6.8%로서 7년 만에 7%를 밑돌았으며, 태국 -4.3%, 대만 -8.4%, 한국 -3.4%, 홍콩
-2.5%, 싱가포르 -4.2% 등 각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소위 아시아 NIEs라고 일컬어지
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2008년 10∼12월의 성장률은 -4.8%로서,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인 1998년 7~9월의 -4.2%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각 경제지표는 みずほ総合研究所(2009) 참고.
12) 최태욱(2009)은 미국의 달러가치가 과잉유동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점, 그리
고 미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태평양수지균형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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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엔에 가까운 개인금융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투자되어 있
던 일본의 자금은 대거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였으며(소위 ‘와타나베 부인의 귀환’),
표 18-2. 태평양수지균형(transpacific imbalance)(2008년)
(단위: 십억 달러, %)

중국

미국

일본

경상수지

426.1

-673.3

157.2

자본수지

-10.2

546.6

-126.4

대외채무
(% of GDP)

374.7
(8.7%)

13,700.0
(96.0%)

1,225.4
(25.0%)

외환준비고

1,946.0

-

1,009.4

재정수지
(% of GDP)

-16.0
(-0.4%)

-601.6
(-4.2%)

-184.7
(-3.8%)

정책부채
(% of GDP)

1,058.1
(24.5%)

10,723.2
(75.2%)

10,793.7
(219.8%)

자료: 각국통계.

그림 18-3. 엔화의 대(對)달러 환율(1985~2008년)

자료: 일본은행.

괴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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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급속한 엔고는 일본경제의 목을 죄고 있다. 대미 수출이 막혀버린 중국
의 성장률도 고도성장의 활력을 잃어버렸으며, 한국, 대만, ASEAN 등의 국가들도
미국과 일본경제의 붕괴, 중국경제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급속히 축소균형의 길을
달려갔다.
다. 일본 민주당정부의 새로운 해법
1) 하토야마의 정책체계
장기에 걸친 경제정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면서 하토야마 민주당
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
존의 자민당식 구조조정노선, 즉 고이즈미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다
는 점이다. 2009년 8월의 일본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과 자민당이 내세웠던 정책
공약집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성격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13)
첫째로 민주당의 Manifesto에서 경제정책의 성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계의 가
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는 성향이 강하다. 새로운 성장산업, 특히 IT,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 관련산업을
중시하는 전략은 자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자민당정권 시기 특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을 재편성하려는 시도는 많았으며, 그
러한 시대적 필요성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14) 오히려

13) 이것은 신정권 발족과 함께 고이즈미의 우정민영화에 대해서 반발하여 자민당을 탈당했던 가메이
(亀井) 국민신당대표를 우정민영화 재검토 및 금융담당대신으로, 그리고 후쿠지마(福島) 사민당당
수를 소자화(小子化: 저출산)ᆞ소비자ᆞ남녀평등 담당대신으로 임명한 것에서도 파악 가능하다.
14) 자민당정무조사회의 보고서(力強い日本の復活に向けて 2008년 6월 4일), 일본내각의 결정사항
보고서(日本経済の進路と戦略 2008년 1월 18일), 경제자문회의보고서(経済成長戦略 2008
년 6월 10일)에서는 첨단산업과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산업이 재편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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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3. 민주당과 자민당의 2009년 선거공약 비교(국내문제 대상)
정책분야

민주당

- 어린이수당, 고교교육비 및 고속도로무료화
등에 의해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주
성장전략 도형 경제로 전환.
- IT, 바이오, 나노테크 등 첨단기술의 개발
및 육성, 환경 관련산업에 대한 전면지원.
- 국가예산 총 207조 엔 전면적 재조정.
재정재건 - 낭비근절로 2013년까지 16.8조 엔 염출.
- 소비세증세는 언급 없음(4년간은 No인상).
- 연금제도의 일원화, 월액 7만 엔의 최저보
연금ᆞ 장연금을 실현.
의료 -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폐지.
- 개호노동자보수를 월액 4만 엔 증액.
- 직업훈련기간 중 월 최대 10만 엔 지급.
- 2개월 이하의 파견계약 금지, 제조업파견은
고용
원칙적으로 금지.
-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 목표.
- 중학졸업 시까지 월 2만 6,000엔 지급.
육아 - 공립학교수업료 면제, 사립학교는 조성금.
- 출산일시보조금은 55만 엔 지급.
- 온실가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0%
삭감.
환경
- 배출량거래제도 도입.
- 태양광 및 친환경차량 구입조성금.
- 주요곡물의 완전자급화 추진.
농업
- 농가의 호별소득보상제도를 2011년 창설.
- 중소기업대책에 전력투구.
- 중소기업헌장의 제정, 장관임명, 중소기업
예산의 3배 증액.
- 중소기업법인세율 18%에서 11%로 인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금융의 원할화(연대보증인제도 개
정 등).
- 중소기업대출의 최대 3년 유예(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정책임).
- 낙하산인사의 배격.
정책추진 - 관료에서 정치가주도로 변화.
체계 - NGO의 육성과 활용.
- 강력한 내각에 의한 정책결정의 일원화.

자민당
- 저탄소사회 및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으로 2010
년 후반에 연 2%의 성장실현.
- 3년간 40~60조 엔의 수요를 창출해 200만
명의 고용 확보.
- 향후 10년간 가계의 수입을 100만 엔 증
가시킴.
- 10년 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초적 재정수
지의 흑자화.
- 낭비근절 및 외부인에 의한 감사.
- 소비세증세는 경제상황 호전 후 즉시 실시.
- 3년 내 무연금ᆞ저연금대책 강구.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일부 개정.
- 개호노동자 보수를 3% 증액.
- 고령자의 고용환경 정비, 3년에 100만 명
의 직업훈련.
- 일일 고용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
- 고용조정조성금 확대로 워크쉐어링 추진.
- 3~5세의 육아교육비 3년 내 무료화.
- 고교, 대학에 장학금 등의 조성.
- 육아를 배려한 저소득자 지원책.
- 온실가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삭감.
- 차세대자동차수요 1년간 100만 대 증가.
- 태양광발전 2020년에 20배, 2030년에 40배.
- 식량자급률 50% 목표.
- 의욕있는 농가 대상으로 소득최대화 실현.
-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연대보증인제도 개정
등).
- 공공공사에서의 중소기업 분리ᆞ분할발주.
- 정부조달의 중소기업제품 확대.

- 낙하산인사의 배격.
- 행정개혁기능을 총리에게 집약시킴.

자료: 민주당 Manifesto 2009; 민주당정책 INDEX2009; 자민당 Manifesto 2009; 해설 자민당중점
시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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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의 증대정책에 있
다고 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자녀수당’은 중학졸업까지 모든 자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월 2.6만 엔(2010년에는 1.3만 엔)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출산
보조금(2,000억 엔), 공립ㆍ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감면(5,000억 엔) 등 육아ㆍ교
육과 관련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액은 6.1조 엔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연
금ㆍ의료분야에서도 연금수급자의 세부담경감(2,400억 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개정(8,500억 엔), 개호노동자의 임금상승(8,000억 엔)을 계획했다. 그 외에도 최저
임금의 인상(2,200억 엔), 능력개발수당의 지급(5,000억 엔), 자동차관련세의 잠정세
율 폐지(2.5조 엔), 고속도로의 무료화(1.3조 엔) 등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가
려는 성향이 무척 강하다. 내수를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둘째로는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공약에서 잘 나타나듯이 불필요한 공공
투자는 극히 억제하려 한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군마현(群馬県)
에 건설 중이던 얀바(八ッ場)댐의 건설을 중지한 것이었다. 얀바댐은 건설을 시작
한 지 이미 15년 지났으며, 총 건설비 4,600억 엔 중 3,210억 엔이 투입된 상태였
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얀바댐 주변지역의 토반이 약해 댐 건설에 무리가 따른다는
점, 그리고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건설중단을 발표했다.15) 물론 자민당정권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공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해왔다. 그러나
동경, 그리고 주변의 5개현(県)이 관계된 거대토목사업을,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행
되었음에도 과감히 중지하는 것은, 바로 하토야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ㆍ
반토목적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보인다.
셋째로 연금ㆍ의료의 증대, 고용보장, 육아지원, 환경 및 농업호보, 중소기업지
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구체적으로 연금ㆍ의료에서는 후기고령자의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7만 엔의 연금지급을 약속한다. 고용에서도
15) ｢일 얀바댐 중단 논란은 4대강의 미래?｣, 오마이뉴스, 2009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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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간 중 월 최대 10만 엔을 지급하며, 2개월 미만 파견노동의 금지, 제조업
분야 파견의 원칙적 금지 등을 약속한다. 육아(출산보조금 55만 엔 등), 환경(온실가
스의 획기적 감축), 농업(주요곡물의 완전자급화 추진), 중소기업(예산의 3배 증액,
중소기업법인세율의 7%포인트 인하) 등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민당보다는 환경
친화적이며 복지중심적이다. 또한 수치목표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넷째로 하토야마는 정책이 기존의 ‘관료주도’가 아니라 ‘정치주도’로 이루어지도
록 개혁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에는 명치유신 이후 정책결정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던 관료집단이 점차 기득권화되어 일본의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
이 강하다. 이에 따라 Manifesto 2009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5가지 방책을 제시
하고 있다. ① 장차관, 정무관으로서 국회의원 100명 배치하고 각 부처에서의 정책
의 입안과 결정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정책조율과정에서 소수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위원회’를 활용하며 기존의 사무차관회의는 폐지한다. ③ 총리
대신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국가비전 및 예산의 골격을 책정한
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폐지한다. ④ 업적평가에 근거한 새로
운 간부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관료의 행동규정을 제정한다. ⑤ 낙하산인사를 전면
금지한다. 행정의 낭비와 부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쇄신회의’를 신설한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실시의 전달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지역조직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토야마는 앞서 논의한 그의 논문, ｢나의 정치철학｣
에서 현대의 경제사회활동은 官(행정), 民(기업), 公(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조직), 私
(개인 및 가정)의 구별이 있으며, 경제선진국이 될수록 ‘公’의 영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토야마가 지향하는 공생(共生)
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NGO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 엔)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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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토야마의 해결과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안정된 국내수요를 창출하며, 토건을 지양하고 복
지를 증대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것을 강력한 ‘정치주도’에 의해서 실행해가려는
하토야마의 구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정권이 성립한 지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일본민주당 정부의 ‘성공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적어도 몇 가지 정도에서는 민주당정부의 해결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하토야마의 모든 계획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 만약 민주당의 Manifesto 2009의 내용대로라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2013년 16.8조 엔에 달한다. 이것은 2008년도의 국가예산인 83.1조 엔의
20.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만큼 재정부담의 압박은 커진다. 그렇다면 소요되
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Manifesto에서는 정부의
낭비를 줄임으로서 9.1조 엔의 절감이 가능하며, 특별회계에 누적되어 있는 자금
(埋蔵金)의 사용과 정부재산의 매각 등에 의해서 5조 엔, 그리고 세제개정을 통해
서 2.7조 엔 등 총 16.8조 엔의 염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 없
는 세출삭감의 노력은 자민당 정권하에서도 2000년대 내내 강조되어왔던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특별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질
적으로 16.8조 엔의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보고서(草場洋方ㆍ他 2009)에
따르면 적어도 16.8조 엔 중 5.1조 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16) 더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2009년의 세수가 당초 기대
되었던 46조 엔보다 적은 38조 엔 이하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정압박은 더
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대의 문제는 하토야마정부의 안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하토야마정부가 복지지
16) 草場洋方ᆞ大和香織ᆞ市川雄介ᆞ松本涥(2009. 8. 31), ｢民主党政権の政策と経済へのインパクト｣,
みずほ日本経済インサイト.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917

향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2006년 이래 수상이
매년 바뀌었던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만약 하토야마정부가
불안정하다면 장래 예상되는 증세 및 복지지출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로, 단기
적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촉진이 아니라 저축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즉, 경제가 확대균형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 속에서
재정적자만 더욱 늘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권내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안정감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열
게 하는 것이다. 금고 속에 축적된 1,600조 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이 소비증진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판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10년
7월의 참의원선거 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4. 민주당 정책공약집의 공정표
연도

2010

2011

자녀수당ᆞ출산지원

2.7조 엔

2013

5.5조 엔
0.5조 엔

공립학교의 실질무상화
연금제도의 개혁

국민적합의(0.2조 엔)

의료ᆞ개호의 재생

1.2조 엔

농가소득보상

2012

제도설계

새제도 결정

1.6조 엔
1.0조 엔

조사ᆞ제도설계
2.5조 엔

잠정세율의 폐지
고속도로무료화

1.3조 엔

단계적 실시

고용대책

0.3조 엔

소요액

7.1조 엔

상기이외의 정책

0.8조 엔
12.6조 엔

13.2조 엔

재원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실시
2013년도의 총 소요액

자료: 민주당, Manifesto 2009.

13.2조 엔
3.6조 엔
16.8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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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경제의 대외구상
가. 자민당정부의 대외경제구상
1) 일본의 지역구상

가) 성장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포섭 필요성
적어도 자민당정부에 있어서 경제불황에 대한 대응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고
보인다. 첫째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하시모토 전 일본수상은
국회시정연설(1997년 1월 21일)에서 행정개혁, 재정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보장
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6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치, 모리,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아소내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모든
정권의 화두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실패했다고 평가된다(제2절
참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적극적인 지역협력체의 추진으로 불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었다. WTO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협력체의 구축은 세계적
인 추세였으며, 일본 또한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더구나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시
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
1997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그 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동아시
아 지역의 경제적 성장성이 무척 높았다는 점이다. 1997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이 지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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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사의 최대의 사건에 속한다. 세계경제에서 차
지하는 선진공업국의 구성비는 지난 20년간(1980~2000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
간 하락하였으나(미국 24.5%→26.4%, EU 31.1%→27.2%, 일본 17.0%→16.7%),
동아시아지역은 3.1%에서 7.4%로 약 2.4배 증가했다.
BRICs(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라는 단어를 유포시킨 Goldman Sachs
(2003)의 보고서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 그리고 공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정
비되어 있는 이 국가들은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Goldman Sachs(2003)는 이 국가들의 현재 경제규모가 G6(미국, 일본, 영국,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의 15%정도에 불과하나, 2025년에는 약 절반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G6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G6 중 2050년에도 여전히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에 불과
할 것으로 예상했다.17) 이러한 BRICs의 성장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중국
과 함께 인도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인도의
GDP는 각각 9.8조 달러, 4.2조 달러, 1.1조 달러, 0.5조 달러이나, 2050년에는 그
것이 각각 35.2조 달러, 6.7조 달러, 44.5조 달러, 27.8조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Goldman Sachs의 보고서가 단순한 형태의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계산으로서, 입각하고 있는 가정과 모델의 치밀성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
나, 이들 지역이 가지는 풍부한 자연적, 인적 자원을 고려해 볼 경우 향후 21세기 세
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나) 갈등하는 지역구상
문제는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17) Goldman Sachs(2003),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Global Economics
Paper N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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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본이 중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
다는 점이었다.
일본 총리부의 문서 21세기 외교의 기본전략(2002년 11월 발표)에서는 지금
까지 일본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국가로서의 명확한 전략의 책정이 부족했었다고
자기비판하고, 일본외교의 기본목표인 ‘국익’의 확보를 위해서, 첫째, 일본의 평화
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 둘째,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WTO 체제의
보완으로서 FTA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셋째,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보호라는
가치를 일관해서 옹호하는 것, 넷째, 학술문화교육을 포함한 국민 간의 교류를 적
극화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때 이러한 목표 속에서 각국에 대한 외
교적 협력과제에서는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과는 ‘협조와 갈등’이 유지될 것으로 전
망하고, 한국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3개의 기본체제를 공
유하는 지역전략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위치시키고 있다. 또한 ASEAN은 일본
의 군사적, 경제적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판단하고 이와의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었다. 총리가 발표하는 외교문서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이
라는 단어를 쓴 것은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었다.
정부차원의 외교적 언사보다도 민간의 논의는 더욱 ‘원색적’이었다. 일본의 보
수적인 외교정책 혹은 대외경제정책의 대표적인 논자인 中西輝政(2006)과 渡辺利
夫(2008)는 중국이 주장하는 ASEAN＋3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결국 중국의
패권전략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바로 이 지역 힘의 축이 점차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기도 했다.
한때 고이즈미 총리는 ASEAN＋3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바 있었다. 2001년 11월 개최된 중국-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
은 향후 10년 이내에 FTA를 체결할 것이라는 방침에 합의하자, 일본은 커다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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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1월, 싱가포르에서
ASEAN+3(한ㆍ중ㆍ일)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제언함과 동시
에,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대ASEAN 포괄경제파트너십(CEP)을 포함한 5개 분
야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나 점차 ASEAN+3만을 가지고는 중국의 힘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솔직한 상황인식이었다.
원래 ASEAN+3의 틀 속에서 경제협력이 논의된 것은 1997년 ASEAN 30주년
기념식에 한ㆍ중ㆍ일 정상이 초대되면서부터였다. 이후 1999년에는 ｢동아시아 협
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합의된 경제분야의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매
년 경제장관회담의 개최를 약속했다. 그 후 1998년에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을 만들고, 이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실무적
검토를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이 설립되었다
(2001년). 이들의 작업에 의해 중장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ASEAN 경제공동체를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 정치협력, 사회ㆍ문화ㆍ교육협력에 관한 17개의 단기협력사
업, 9개의 중장기 및 추가연구사업 등 총 26개의 사업을 확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2005년 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을 종래의 ‘ASEAN+3’에서 인
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ASEAN+6의 단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결국
그해 12월에는 ASEAN+6인 EAS(East Asia Summit)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6년
4월, 경제산업성은 ‘동아시아 EPA구상’을 통해서 일본이 추구하는 지역주의의 기
본구상을 ASEAN+6로 확정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한ㆍ중ㆍ일, 혹은
한ㆍ중ㆍ일+ASEAN으로 연결되는 지역주의 구상은 상당 정도 동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ASEAN, 한ㆍ중ㆍ일+ASEAN+인도ㆍ호주ㆍ
뉴질랜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배려한 APEC 중시론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의 일본의 지역주의구상은 혼돈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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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5.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연월

사항

1997. 7
1997.12
2000. 5
2001.11
2001.12
2002.10
2002.11
2003. 7
2003.12
2004. 1

아시아통화위기 발발
제1차 ASEAN+한ᆞ중ᆞ일 정상회담 개최(이후 매년 개최)
ASEAN+3의 CMI 합의
EAVG의 보고서가 ASEAN+3 정상회담에 제출됨. 중국ᆞASEAN FTA 협상 개시
중국, WTO 가입
미국ᆞASEAN Initiative 발표
일본ᆞ싱가포르 EPA 발효. 중국, 한ᆞ중ᆞ일 FTA 제안
중국ᆞASEAN FTA 발효
한국ᆞ일본 FTA 협상 개시(현재 중단 중)
중국, ASEAN에 대해 188개의 농산물관세철폐(early harvest), 미국ᆞ싱가포르 FTA
발효
미국ᆞ태국 FTA 협상 개시(현재 중단 중)
중국ᆞASEAN FTA(상품만을 대상) 조인
한국ᆞASEAN FTA 협상 개시
일본ᆞASEAN FTA 협상 개시. ASEAN+3 FTA 공동연구(중국 제안)
중국ᆞASEAN FTA 농산물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 인하 개시
제1회 동아시아 summit(ASEAN+한ᆞ중ᆞ일+인도ᆞ호주ᆞ뉴질랜드)
한국ᆞASEAN FTA 조인(태국 제외)
미국ᆞ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APEC에서 FTAAP 구상 논의
제2회 동아시아 summit. ASEAN+6의 공동연구 합의(일본 제안), 중국ᆞASEAN
서비스분야 FTA 확대에 합의
한국ᆞ미국 FTA 체결
일본ᆞASEAN 포괄적 경제연계협정 조인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

2004. 6
2004.11
2005. 1
2005. 4
2005. 7
2005.12
2006. 5
2006. 6
2006.11
2007. 1
2007. 6
2008. 4
2008. 9

자료: 각종자료로부터 필자 재구성.

다)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ASEAN+3 체제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이룩한 것이 있다면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년 5월에 성립된 통화스와프협정이다.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통화협
력이 필요하다는 급박한 상황인식의 반영이기도 했다.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
에서 개최된 ASEAN＋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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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통화스와프체제가 성립된 바 있었다. 이후 2005년에는 IMF의 자금지원과 연계
되지 않는 스와프자금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으며, 2007년에는 양
자간 통화스와프를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에는 스와프
를 공동기금으로 만들었으며, 그 규모도 395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1,200억 달러로 증액했다. 이어 지난 5월 3일에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기금의 32%, ASEAN 국가가 20%, 한국이 16%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담비
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CMI가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폄하
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스와프협정의 체결, 그것의 기금화, 그리고 기금액수의 증
액 등과 같은 일련의 발전과정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통
화가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외환시장에서의 불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지불능력에 있는 것이지, 현재의 외환보유
고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AMF 구상과 같은 역내의 독립적인 통화금융협력체
계로 발전할지는 미국의 반대, 중ㆍ일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쉽지만은 않
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유의미한 액수의, 상대적으로 IMF로부터 자
율적인 역내 통화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역내의 그 어떠한 국가도
이 기구를 지배할 수 없는 ‘황금률’의 지배구조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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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6.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의한 양자 통화스와프 현황
체결국

한국

일본

중국

상대국

총액(억 달러)

일본

210

중국

80

태국

20

말레이시아

30

필리핀

40

인도네시아

40

중국

60

태국

90

말레이시아

10

필리핀

65

인도네시아

120

싱가포르

40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ASEAN
합계

20
15
20
40
20
920

내역(억 달러)
일본 ⇒ 한국 100
한국 ⇒ 일본 50
*일본 ⇒ 한국 30
한국 ⇒ 일본 30
한국 ⇒ 중국 40
중국 ⇒ 한국 40
한국 ⇒ 타이 10
타이 ⇒ 한국 10
한국 ⇒ 말레이 15
말련 ⇒ 한국 15
한국 ⇒ 필리핀 20
필리핀 ⇒ 한국 20
한국 ⇒ 인니 20
인니 ⇒ 한국 20
일본 ⇒ 중국 30
중국 ⇒ 일본 30
일본 ⇒ 타이 60
타이 ⇒ 일본 30
일본 ⇒ 말레이 10
일본 ⇒ 필리핀 60억
필리핀 ⇒ 일본 5억
일본 ⇒ 인니 120억
일본 ⇒ 싱가포르 30억
싱가포르 ⇒ 일본 10억
중국 ⇒ 태국 20억
중국 ⇒ 말레이 15억
중국 ⇒ 필리핀 20억
중국 ⇒ 인니 40억

비고
*는 엔-원 스와프.
2009년 10월까지 한
시적 조치로 200억
달러로 증액함.
위안-원 스와프

엔-위안 스와프

위안-페소 스와프

자료: 三菱東京UFJ銀行(2009).

2) 일본의 FTA 정책과 그 한계
일본의 지역구상이 상당히 혼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을 때 일본정부가 추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개별 국가와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었다. 200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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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일본은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왔다. 적어도 2008년
현재, 일본이 체결과 서명, 그리고 협정에 합의한 국가들은 ASEAN, 싱가포르, 태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이상 동아시아), 칠레, 멕시
코, 스위스이며, 교섭 중인 나라는 한국, GCC(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
이트, 바렌, 오만, 카타르), 인도, 호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FTA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개별적으로 맺은 ASEAN 국가들을 제외한다면 일
본이 체결한 국가는 6개 국가(지역)에 불과하다. 비교적 FTA 정책을 늦게 발동한
한국의 경우 ASEAN지역을 제외하고도 8개 국가(지역)이며,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인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유럽 등과의 FTA 체결을 막고 있는 것
인가? 그것은 일본형 FTA의 특징에 기인한다. 일본의 FTA는 ① 상품양허 분야에
서는 농수산물 시장 보호를 위한 비대칭적 FTA를 추진한다는 점, ② 투자 및 서
비스 분야에서는 투자규범의 강화에 주력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재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전
반적으로 서비스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GATS 방식(Positive List)을
따랐고 일ㆍ멕시코 FTA의 경우도 안보 및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보호가 불가피한
국내의 제반 규제는 대부분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지
재권 및 서비스분야, 혹은 농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 유럽 등과는 FTA를
체결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농업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이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은 농산물보호를 위해 정부가 FTA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농업보호를 명시한 ｢녹
색(미도리)의 아시아EPA 추진전략｣(2004. 11)을 발표한 바 있었다.18) 이에 따라
일본의 기체결 FTA의 상품교역의 양허수준은, 일본이 87~94%인 반면 상대국은
18) 그 내용은 “국민의 식품 안전ᆞ안심 확보, 농림수산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배려, 일본의 식품안
전보장의 확보나 농림수산업의 구조개혁의 노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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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0%로 시장개방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다면 ASEAN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왜 일본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일본의 FTA가 타국과의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8-9]는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협정문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미국형 FTA의 전
형이 한ㆍ미 FTA 협정문체계에서 보인다면, 일본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인원이동에 관한 협력(제9장), 과학기술협력(제15장), 인재양성협력(제16장),
중소기업협력(제18장)의 ‘협력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싱가포
르 이외의 다른 ASEAN국가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은 ① 비대칭적 상품양허수준(일본의 농산물보호), ② 투자보호조항의
강화, ③ 낮은 서비스시장 개방정도, ④ 지재권보호는 기본적으로 국제협정에 준
하는 수준, ⑤ 이익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사회협력 항목의 설정 등의 성
표 18-7. 일본의 FTA 체결 현황(2008년)
체결 상황

상대국

체결 완료

싱가포르(2002년 발효)
멕시코(2005년 발효)
말레이시아(2006년 발효)
칠레(2007년 발효)
태국(2007년 발효)
인도네시아(2008년 발효)
브루나이(2008년 발효)

서명 완료

필리핀(2006년 서명)
ASEAN 전체(2008년 서명)

합의

교섭 단계

베트남(2008년 합의 발표)
스위스(2008년 합의 발표)
한국(2003년 교섭개시)
GCC(2006년 교섭개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렌, 오만, 카타르)
인도(2007년 교섭개시)
호주(2007년 교섭개시)

자료: 일본외무성경제국,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교섭-현상과 과제｣, pp. 21-22를 토대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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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일본은 FTA의 ‘상위’ 개념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굳이 EPA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의 FTA와 차별성을 둔 이유는 상기
지적했던 일본이 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국내 변수로 작용
하는 Bottleneck, 즉 농산물문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한국과의 FTA 협상이 결렬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일본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한다.
표 18-8. 일본의 FTA 상대국별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정 개요

투자

서비스

지재권

필리핀
말레이시아
2006년 9월 체결
2006년 7월 발효
- 포괄주의
- 포괄주의
- NT, MFN, PR
- NT, MFN, PR
- 투자보호: 수용ᆞ보상, - 투자자ᆞ정부 분쟁 시
송금자유
ICSID/ UNCITRAL
- 규제 대부분 유보
제소 가능
- 규제 대부분 유보
<일본: 32>
<일본: 32>
현재유보: 22개
현재유보: 22개
미래유보: 10개
미래유보: 10개
<필리핀: 27>
<말련: 35>
현재유보: 18개
현재유보: 0개
미래유보: 9개
미래유보: 35개
-

열거주의
MA, NT, MFN
규제 대부분 유보
간호사ᆞ간병사 입국
허용

- 열거주의
- 시장접근(MA), NT, MFN
- 규제 대부분 유보

-

충분ᆞ무차별 보호
권리행사 강화
협의 위원회 설치
지재권 분야 협력

-

자료: 김양희(2007) 참고.

특허심사 신속화
주지상표 보호
위법시 단속 강화
지재권 분야 협력

멕시코
2005년 4월 발효
- 포괄주의
- 투자자ᆞ정부 분쟁 시
ICSID/UNCITRAL
제소 가능
- 규제 대부분 유보
<일본: 28>
현재유보: 20개
미래유보: 8개
<멕시코: 42>
현재유보: 34개
미래유보: 8개
- 포괄주의
- 규제 대부분 유보
<일본: 41>
현재유보: 33개
미래유보: 9개
<멕시코: 31>
현재유보: 18개
미래유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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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9. 일본ᆞ싱가포르 FTA 협정문 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의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재4장 관세수속
제5장 무역거래문서의 전산화
제6장 상호인증
제7장 서비스무역
제8장 투자
제9장 자연인의 이동
93조(기능상 기능에 관한 상호인증) : 체결국은 직업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 대해 허
가.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부여하기 위해 자국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국에서 얻은
교육, 경험 또는 자격증명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은
‘조화 또는 그 외의 방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서 양국 간의 협정 또는 일방적 허가에
의해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10장 지적소유권
제11장 정부조달
제12장 경쟁
제13장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력
제14장 정보통신
제15장 과학기술
115조(과학기술분야의 협력) : (115-1)양국은 과학기술 특히 첨단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평등하고 상호이
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부간 협력활동을 발
전시키고 촉진한다(이하 ‘정부간활동’으로 약칭). (115-2)양국은 또한 적당한 경우에 있
어서 양국의 영역내의 정부 이외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력활동을 장려한다(이하 ‘협
력활동’으로 약칭).
116조(정부간 협력활동의 분야 및 형태) : 정부간 협력활동의 분야 및 형태는 시행세칙 등을
통해서 합의해 감.
117조(과학기술에 관한 합동위원회) : 이 장에서 규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것을 임무로 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a)양국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정부간활동 및 협력활동의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토의한다. (b)과학기술정
책에 관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한다. (c)협력 실시와 관련된 助言을 한다. (d)특히 양국
이 서로 중요시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활동’의 장려에 대한 방법을 토의 한다 등.
118조(지적소유권의 보호 및 배분) : (118-1)정부간활동에 의해 얻어진 소유권적 성격을 가지
지 않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정보는 일반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 (118-2)양국 정부는 각
각 자신의 국내법 혹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현재 체결하고 있거나 장래 체결하게 될 국제
관계협정에 따라서 이 章에서 규정하는 ‘정부간협력’에 의해 발생하는 지적소유권, 혹은
지적소유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그 배분에 대해
서도 충분히 배려한다. 양 체결국은 필요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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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9. 계속
제16장 인재양성
121조(인재양성분야의 협력) : 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이 국민의 지식 및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인재양성분야의 정부간 협력을 실시하며, 정부 이외의 단체
간의 협력도 장려한다.
122조(인물교류) : (96-1)학자, 교원, 학생, 교육기관 구성원, 그 외 과학 또는 교육활동에 종사하
는 사람의 교류를 장려한다. (96-2)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
123조(교육연구기관 간의 협력) : 양국의 교육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
124조(정부직원의 교류) :
제17장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제18장 중소기업
129조(중소기업분야의 협력) : 양국정부는 각국의 국민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
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협력한다.
130조(검토 및 권고) : (130-1)정부 이외의 관련 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협력방
안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30-2)이러한 협력방안에 입각하여
관련단체 간의 협력의 방법 또는 분야에 대해서 권고한다.
131조(중소기업 투자의 촉진) : 양국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를 인식하고
특히 양국의 중소기업간 사업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중소기업에 의한
싱가포르 투자 촉진에 협력한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중소기업에 의한 일본에 투자 촉진에
협력한다.
제19장 방송
제20장 관광
제21장 분쟁의 회피 및 해결
제22장 최종규정
자료: 일본정부(2002).

나. 하토야마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자민당정부에서 유지되어 왔던 ① 갈등적 지역구상, ②
일본형 EPA의 추진은 하토야마정부하에서 변화한 것인가? 앞에서 논의한 하토야
마의 논문, ｢나의 정치철학｣에서는 ① 미국의 일극(一極)주의적 세계지배는 끝나
가고 있다는 것, ② 새롭게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상황인
식하에, 중국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아시아공동체’가 필
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통화통합’까지 포함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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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
획은 존재하는 것인가? 적어도 2009년 8월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제시된 민주당의
정책에서 본다면 그 내용은 여전히 애매하다.
첫째로 농업보호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민당정부가 일본의
농업이라는 bottleneck에서 자유롭지 않았듯이 민주당정부도 마찬가지다. Manifesto
2009에서는 “FTA교섭에 있어서 식량의 안전 및 안정공급, 식량자급률의 향상, 농
업 및 농촌진흥을 저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내용이 변화된 것이
없다. 이것은 미ㆍ일 FTA 추진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Manifesto의 7월 27
일판에서는 미ㆍ일 FTA를 ‘체결’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일본의 농업ㆍ농
촌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으로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7월 28일)을 내자 8월 11
일의 수정판에서는 ‘체결’이라는 문구를 “교섭을 촉진한다”고 바꾸었다. 미국 이외
의 다른 국가들과도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문구에서 “교섭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농업의 보호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알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는 외
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2009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도
하토야마는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
을 말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동아시아공동체에 도달하
는 전략은 무엇인지, APEC, 혹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두 ‘의문
투성이’이다. 하토야마는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논문에서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단
어를 쓰면서 ‘일본, 중국, 한국, ASEAN, 대만, 홍콩’을 열거하고 있었다. 대만이
동아시아공동체의 일원인가, 홍콩과는 따로 협정을 맺어야하는가 등 정책의 구체
성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멤버로서 미국을 염
두에 둔 발언을 하는 정황도 있으며,19) 만약 이러할 경우 기존의 APEC, 혹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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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정상회담에 미국이 참여하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게 된다. 즉, 기존의 자
민당정부보다 더 동아시아(한ㆍ중ㆍ일+ASEAN) 차원의 협력안건 도출로부터 멀
어져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방법은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을 예
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표 18-10. 민주당과 자민당의 통상정책 비교
민주당
총론

- 무역투자 자유화의 주도적 촉진.

자민당
-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국제적인 리더
십 발휘.

WTO/EPA
협상

- 미ᆞ일 FTA의 교섭촉진
- 아태지역 혹은 세계의 각국과 투자,
노동, 지재권 등의 포괄적인 범위에
- DDA의 조기타결, EPA 및 FTA 교섭
서의 경제연계협정을 추진.
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FTA교섭에 있어서 식량의 안전 및
- 농업교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가지는 다
안정공급, 식량자급률의 향상, 농업
양한 농업의 공전 및 산림ᆞ수산자원의
및 농촌진흥을 저해하면 않됨.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룰을 만듬.
- WTO협정에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을 삽입. 무역제한적인 조치 및
지재권의침해가 없도록 규율을 강화.

대아시아
경제외교

- BRICsᆞ아시아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
기 위해 투자환경을 정비.
-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 아시아국가들의 내수확대에도 공헌하는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등의 분
‘내외일체형 경제대책’을 추진.
야에서 협력 강화.
- 2020년까지 아시아의 경제규모를 2배
로 하는 ‘아시아경제배증구상’을 추진.

자료: 민주당 Manifesto 2009, 민주당정책 INDEX2009; 자민당 Manifesto 2009; 해설 자민당중점
시책 2009.

19) 戸沢英典, ｢‘友愛’の政治の思想と実践｣, 현대일본학회ᆞ서울대일본연구소공동주체학술회의(2009.
11. 27)에서의 발언. 이것은 하토야마총리가 ‘하토야마우애숙(塾)’이라는 곳에서 발언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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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ㆍ일 FTA의 성립가능성
가. 한ㆍ일 FTA의 경과와 결렬이유
1) 한ᆞ일 FTA의 경과
한ㆍ일 FTA가 정식으로 제안된 것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을 방문했을 때 한ㆍ일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다. 당
시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속의 경제협력제안이 기존
일본의 대한국 투자촉진정책, 기술이전 촉진정책 등과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한ㆍ
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시키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
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는 양국간 FTA 체결가능성
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소 차원의 공동연구와는 별도로 업
계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율을 위해 2000년 9월에는 ‘한ㆍ일 FTA 비지니스
포럼’을 구성하여 기업인과 관료 간의 실무적 차원의 이야기를 진전할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 나갔다. 한편 2002년 7월에는 ‘산관학공동연구회’가 조직되어, 2003
년 10월까지 8회의 회합을 거쳐서 한ㆍ일 FTA의 구체적인 내용, 수준 등이 구체
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한ㆍ일 양국 정부는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
된 APEC 정상회담에서 2005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하기
로 공식 합의한 바 있었다. 이에 한ㆍ일 양국 정부는 2003년 12월 22일 제1차 협
상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마쳤으나, 지금은 7차 협상에 대
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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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1. 한ᆞ일 FTA 추진경과
추진논의(1998년 7월 11월) ∙ 양국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 2003년 4월 서울에서 연구소의 공동연구결과 발표
∙ 2001년 5월 한ᆞ일비지니스포럼 구성
공동연구
∙ 2001년 9월~2002년 1월 한ᆞ일비지니스포럼 서울과 동경에서 개최
(1998년 12월~2003년 4월)
∙ 2002년 3월 양국 정상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 2002년 7월~2003년 10월 산관학공동연구회(총 8회) 개최 및 최
종보고서 채택
협상개시선언(2003년 10월)

협상과정
(2003년 12월~
2004년 11월)
이후 협상일정 못잡음

∙ APEC 정상회담 시의 한ᆞ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FTA의 모델
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2005년에 실질
적으로 교섭을 마칠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
∙ 2003년12월
∙ 2004년 2월
∙ 2004년 4월
∙ 2004년 6월
∙ 2004년 8월
∙ 2004년11월

제1차협상(서울)
제2차협상(동경)
제3차협상(서울)
제4차협상(동경)
제5차협상(경주)
제6차협상(동경)

자료: 각종 자료로 필자 작성.

2) 한ᆞ일 FTA 결렬이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FTA 체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긍정
적으로 평가했다. KIEP(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국간 관세율 하락에 의해
‘정태적’으로는 대일 무역적자가 60.9억 달러가 더 늘어나고 실질GDP는 0.07%포
인트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동태적’ 효과(투자의 증대, 그리고
경쟁의 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고려해보면 한
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5.3억 달러가 더 늘어나지만 실질GDP는 2.81%포인트 증
가한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은 경제적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 사회적 충격까지
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도 측정에 있어서 설명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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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 열위분야에 투입된 생산자본이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커
다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기계산업에 투하된 자본이 섬유산
업으로 직접 이동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자본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된 산업에 고정
된(industry-specific)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에 있어서도 한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새로운 구축,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
역의 이동 등 경제학적 모델 속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를 야기한다. 만약 노동과 자본의 자원이동이 한 사회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사회의 성장잠재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
로 긴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는 산업구조조정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이동이 장기적
으로 조정되기 마련이나, FTA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에는 자
원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경제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생산가능곡선의 한 점에서
한 사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산업구조조정 과정이 또 다른 생산가
능곡선의 한 점으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ㆍ일 양국의 협상전략은 자연히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첫째는 자신의 비교열위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의 정도를 가능한 낮게 가져가는
것이다. 일본은 농업분야가 이에 해당되며, 한국은 기계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경
우가 해당된다. 일본은 한국의 농축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서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국내 농축산물(HS 01-24)의 대일 수출은
14억 달러(2003년)로서 만약 일본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출이 2배 증가한다고 하
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10억 달러대에 불과하다. 전기기기(HS85) 하나만으로도
대일 수출액이 51억 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일본의 농축산물시장 개방이 가지는 경
제적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산물시장의 개방은 보다 직접적
이며 커다란 피해를 한국에게 줄 수 있다. 현재 제조업에 대한 실행관세율(HS 6단
위 기준)을 살펴보면 총 4,495개 품목 중 한국은 70%에 해당되는 3,140개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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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80%에 해당되는 3,574품목이 5% 미만
의 관세율을 보일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강한 제품(전자, 기계 등)에 있어서는 무
관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에 대한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한국의 경우 더욱 막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이해득실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겨날 경우 이것을 시정하는 각종 협력안건
의 도출이 협상의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기 마련이다. 경제적 자유화(liberalization)
와 원활화(facilitation)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해소를 위
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투
자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협의, ② 중소기업간 협력, ③ 기술이전, ④ 자유
로운 인원이동(노동력 이동)에 대한 배려 등의 제반정책이 논의된다. 그러나 이러
한 협력안건 도출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한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개인기업의 투자행위에 도움을 주는 정보제공 등의 역할은 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행위 그 자체에 대해 간섭할 여지는 많지 않다. 이것은 중소기업
간 협력과 기술이전의 안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따라서 논의의 핵
심으로 되는 것은 각종 기금의 설치(가령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등) 혹은 인력이동
에 대한 일본의 과감한 양보가 될 것이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
은 보이지 않은 실정이었다.
셋째는 소위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양국 모두
상당히 낮아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한ㆍ일 FTA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양국 정부의 인식은 단순히 경제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와의 경제협력
의 제도화라는 측면만을 가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라
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지역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대
적 집단의식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가 안정되기 시
작하면서, 또한 중ㆍ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열

93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망은 상당히 약화되어 갔다.
넷째로 양국 모두 협상태도가 ‘전략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다. 만약 동아시
아경제공동체가 한국의 전략목표였다면 한ㆍ일 FTA의 협상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것을 염두에 둔 협상이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논리적, 실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본의 비관세장벽(업계관행)이 한동안 문제가 된다거나,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농업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협상타결의 가능성을 크게 낮춘 것이었
다.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는 한ㆍ일 간의 경제산업기술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애초부터 한ㆍ중ㆍ일 혹은 한ㆍ중ㆍ일+ASEAN의 협력안건 도출에 힘
을 썼어야만 했다. 가령 한ㆍ일 FTA의 협력어젠다 속에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각종 어젠다(agenda)를 개발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교류촉진을 위한 한일 공동의
‘동아시아협력재단’이나, ‘동아시아경제협력연구원’ 등의 창설도 하나의 아이디어
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ㆍ일 간의 공동연구 사업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를 중국
의 연구자를 참가시키며, 지역의 공동문제(황사, 환경오염, 기후, 해양, 아시아인게
놈지도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보조와 연구를 진행시키는 것, 동북아 지
역의 산업기술협력과 인원연수 등을 촉진하는 ‘동아시아 산업기술 협력센터’의 창
설 등도 고려해볼 만 했다. 그러나 철저히 양자간 관계의 ‘이해득실’에만 충실했으
며, 이에 따라 한ㆍ일 FTA가 동아시아의 협력으로 나아갈 ‘경로’를 폐쇄시켜 버린
것이었다.
나.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역주의정책이 더욱 필요했다는 것이
었다. 무역의존도가 90%(일본은 30%)에 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된 수출입시
장의 확보는 경제안정화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한ㆍ일 FTA를 통해서 한ㆍ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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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혹은 한ㆍ중ㆍ일+ASEAN FTA로 발전해가려는 초기의 노력은 너무나 먼 길이
었다. 한일, 한ㆍ중ㆍ일, 한ㆍ중ㆍ일＋ASEAN의 협력 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동아시아에서 개별국가들과 FTA를 체
결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었
다. 그러나 ASEAN과는 2006년 5월에 FTA를 체결하였으나, 일본과는 6차에 걸
친 협상(2003~04년)은 결렬되었으며, 중국과의 FTA는 단지 ‘논의’ 수준을 벗어나
지 못했다. 이 속에서 극적인 방향의 전환이 바로 한ㆍ미 FTA였던 것이다.
한때 일부 논자들은 한ㆍ미 FTA 체결에 의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더욱 가
속화되어갈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었다.20)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망 속에 하나의 고
립된 ‘섬’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째는 한ㆍ미 FTA가 적어도 부시 행정부 이후의 미국의 경제전략, 즉 ‘경쟁적
자유화’의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사례로 기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자신의 경제제도에 합치되는 FTA를 한국과 맺었을 때 주변
국가, 즉 중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어, 미국식으로 ‘자유
화’되어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때 이
미 미국과 FTA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FTA 체
결에 관한 논의가 전무에 가깝다. ASEAN의 일부 국가, 즉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
은 미국과 협상 중이나, 태국은 이미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협
상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는 한ㆍ미 FTA에 의해서 한국시장의 ‘매력’이 극적으로 제고되기는 어렵
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나, 간단히 설명하면 한ㆍ미

20) 이에 대해서는 이동휘(2006); 최원기(2008) 참고.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김종걸(2008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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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욱 클 것
이 염려된다는 점이다. 협상결과를 회고해 보면, 자동차 및 섬유산업에서 일정 정
도의 수출 증가는 인정되나, 무역구제 및 역외가공지역의 협상결과는 단순히 앞으
로 ‘협의’하자는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FTA 체결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이론적ㆍ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농업시장의 개
방, 의료비의 상승, 국가경제정책의 자율성 하락에 의해서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
폭될 수 있다.21)
셋째는 한ㆍ미 FTA의 협정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는 점이다. 농업의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가 미국에 내준 정도의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농업시장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농업시장 개방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앞장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가령 미국에 대해서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을 허용해 놓고, 중국에 대해서는
ISD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아직까지 산업정책
적 고려가 강한 중국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히 손상시킬 ISD를 허용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약품협상의 특허권 조항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일본에 농업을, 그리고 중국에 ISD 및 특허 조항 등을 양보하면 되겠지만,
미국에 중요한 부분을 다 ‘양보’하고, 중국과 일본에는 우리의 강점조차도 또 다시
‘양보’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국민이 허용할 리가 없다.
혹자는 그것을 양손의 칼자루로 표현할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FTA에 의해 우리
경쟁력이 강화되며, 강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쟁과 배려’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
21) 한ᆞ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대선전’과 사회적 공공성의 위험에 대한 ‘과소추계’에 관
한 자세한 분석은 김종걸(2008a) 참고.

제18장 일본경제의 대외구상과 한국의 대응 939

(자살률, 이혼율, 노동산재율, 비정규직 노동자비율)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이력
은 그 정도의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5.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 FTA 추진의 ‘무전략성’ 탈출
한ㆍ미 FTA와 한ㆍ일 FTA의 부조화성은 바로 한국의 FTA가 ‘무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중장기적인 한국경제사회의 비전, 국제협력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전략이 없었던 것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무전략성은 FTA 추진전략의 성격인 ‘동시다발성’과 ‘포괄
성’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애초부터 한국의 FTA 추진전략이 ‘동시다발적’, ‘포괄
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998년 11월에 열린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우
리나라의 첫 번째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바 있었다. 이후 적극적인 FTA
추진 및 거대경제권과의 FTA 논의는 2003년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FTA 추진
로드맵｣에서 구체화되었다. 초기로드맵에서는 FTA 체결대상국으로 단기 추진 대
상 5개 경제권(일본, 싱가포르, ASEAN, 멕시코, EFTA)과 한ㆍ중ㆍ일 FTA를 포
함, 미국, EU, 중국 등 중ㆍ장기 추진대상 11개 경제권을 제시하고 그 내용도 한
국경제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낮은 레벨’의 FTA 추진이 주요한 내용이
었다. 그러나 2004년 5월 통상교섭본부는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
하고 기존 로드맵을 수정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수정 로드맵은 FTA 추
진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comprehensive)인 FTA를 동시다발적(multi-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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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높은 수준의 FTA란 WTO/GATT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한다는 의
미이다.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전 세계 FTA에서 ‘포괄적’(comprehe-nsive)인
협정은 오히려 드물다는 점이다. 현재(2007년 10월) WTO에 통보된 지역경제협정
의 수는 총 194개가 있다. WTO는 특혜무역협정을 ① 협의의 FTA(GATT 24조1
항에 의거), ② 관세동맹(GATT 24조2항에 의거), ③ 서비스협정(GATS 5조에 의
거), ④ 개도국간 협정(Enabling Clause)의 네 가지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다. 개도
국 간의 협정은 ‘자유무역협정’만이 아니라 각종의 경제사회협력안건이 포함된 것
임을 상정해 본다면, 단순히 GATT 24조 1항에 입각한 특혜무역협정이 경제통합
의 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로 보아도 될 것이다. 현재 총 194개의 특혜무역협정 중
111개가 특혜무역협정이며, 13개는 관세동맹, 그리고 49개는 서비스협정이다. 가
장 단순한 상품무역에 대한 ‘자유화’가 GATT 24조1항이라고 한다면, 24조2항에
입각한 관세동맹, 그리고 자유무역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킨, 즉 GATS 5조까지 포
함한 협정이 되었을 경우 ‘자유화’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22)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한ㆍ미 FTA는 GATT 5조, GATS 5조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하나 분명한 것은 FTA 체결에서 ‘동시다발성’이라는 전략과, FTA 내용에서
‘포괄성’이라는 성격은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국이 지향
하는 FTA의 내용은 서로 다르며, 상대방이 원하는 형태의 FTA를 체결했을 때에
22) 단지 여기서 WTO의 FTA 산정방식은 체결국가가 아니라 체결유형(분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GATT 24조에 의거한 FTA와 관세동맹, GATS V조에
의거한 서비스무역, GATT 37조의 권능부여조항에 의거한 개도국간 협정을 모두 별개로 간주하
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는 상품분야와 서비스 각각 2개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통보되기 마련이다. 즉, 서비스협상의 49건은 모두 상품분야의 협상을 체결한 나라가 동
시에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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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비용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나
라들은 FTA 추진의 ‘표준모델’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과 같이 ‘포괄적’ 성격의 FTA를 추진하려는 나라는 같은 성격을 가진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으나, 포괄적 성격을 원하지 않는 중국 혹은 일본과의
FTA는 애초부터 어려워진다. 이것이 현재 한ㆍ중 FTA, 혹은 한ㆍ일 FTA가 제대
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시다발성’과 ‘포괄성’은 서로 합
치될 수가 없으며, 그러한 면에서 한국의 FTA 전략은 전형적인 ‘무전략성’을 나타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12. 한국의 FTA 체결대상국
나라/지역

교섭

발표

칠레
싱가포르
EFTA

1999.9~2002.10
2003.10~2004.11
2004.12~2005.7

2004.4
2006.3
2006.7

ASEAN
미국
EU

2001.11~
2006.6~2007.6
2007.5~

물품만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2003.10~(중단)
2005.7~
2005.9~
2006.2~

자료: 한국외교통상부.

나. 동아시아적 발전과 협력모델의 구축
1) 동아시아적 발전모델
그렇다면 이러한 ‘무전략성’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이, 그리고 동아시아가 어떠한 발전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협력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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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동아시아 국가, 그중 자본주의적으로 가장 발달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는 기존의 ‘양극화 성장’으로부터 ‘평등 성장’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이 평등주의적 편향을 수정시키려는 노력과, 이미 충분히 양극
화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
문이다.23)
그렇다면 동아시아적 복지국가모델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의 전형으로 보이는 북구형 경제성장모델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의
국가들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등이 효율을 담보하는 경로는 다양한 제도적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대로 경제적 비효율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성공은 900만 명에 불과한 인구적 특성, 100여 년 가까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했던 역사적 경험, 국가-기업-시민사회가 연계된 절묘한 상호보완의 네
트워크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모델은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지향할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복지국가에서 자유시장모델로 대
폭 이동한 토니 블레어 영국 신노동당의 경험, 혹은 자유시장모델에 복지국가모델
의 성격을 가미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선 중 그 어느 지점인가가 우리
에게는 더욱 적합할 수 있다.24)
둘째로 그 어떠한 개방도 각국의 경제사회적 공공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세계화, 자유시장화 등의 담론들이 마치 그것이 천동설처럼 교조화되어 논
의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
로 잘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그것과 세계화ㆍ자유시장화가 논리적
23) 한국에서의 양극화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은 임원혁(2007) 참고. 또한 이러한 양극화 성장을 계속
하려는 현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김종걸(2008c) 참고.
24) 영국의 신노동당의 경험은 김수행ᆞ정병기ᆞ홍태영(2003)의 제1편 참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종걸(2009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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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력을 가진 경우에 논의되는 방식이 적합하다. 만약에 세계화가 한국 사회경제
체제의 ‘공공성’과 대립할 경우에는 그 과정이 관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한
사회의 ‘공공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 환경(농업)의 보호, 의
료시스템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유지는 자본주의경제가 제대
로 기능하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국민의 환경적, 생명적 안정성을 확보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을 일정 정도 보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경우 농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그러나 만약 농업을
농촌 및 농민과 연계된,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실체로 생각한다면
농업의 의미는 달라진다. 농업을 GATT의 규정하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규
정하고, ‘다면적 기능’이라는 논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다. 국민들에게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것(특허-허가연계)은 오바마의 미국
민주당, 그리고 유럽의회에서도 개정(미국) 또는 불인정(유럽)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로 각국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틀 유지와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정부가 일정 정도 보호ㆍ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
안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순수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는 데 있다.25) 그렇다면 여기서 진행되어야 할 논리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25) 장하준(2004)은 기존의 선진국에서 조차도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산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경제사적 자료를 풍부히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 사례 또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동아시아에서의 산업정책의 ‘성공’을 그 ‘목
표’, ‘추진체계’, ‘사회적 기반’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한 세계은행(1994)의 고민은 아마도 이
런 곳에 있지 않았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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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어,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산업정책 자
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러한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필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산업정책은 경제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그 실행과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필요성 자체도 인
정하지 않게 되는 오류이다. 또한 그러한 인식 때문에 산업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거의 없애버리는 경우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2005)는 그의
저서 강한 국가의 조건에서 ‘작은 정부’가 ‘약한 정부’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경제의 경쟁과 불안정성의 격화 속에서 각 정부에 요구되
는 것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한 정부’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정책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체계, 정치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2) 동아시아적 경제협력모델
동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모델이 ‘균형성장’과 사회적 공공성과
산업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자율성’ 유지에 있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에서의 협력모델도 당연히 이러한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때 우리가 삼아야 할 ‘반면교사’의 전형이 바로 한ㆍ미 FTA이다. 주지하듯이
한ㆍ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상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이었다. 총 24개 분과(상
품 및 서비스, 통관절차, 투자조항, 위생검역, 지재권, 경쟁, 노동, 환경조항 등)를
포함한 강도 높은 ‘자유화 기획’이었으며, FTA의 분류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예외
적’인 형태의 협정이었다.26) 한ㆍ미 FTA는 한국사회의 ‘공공성’과 정책의 ‘자율
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곤란한 선택이었다. 금융협상에서는 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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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도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놓았으며, 금융세이프가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농업에서의 관세화 예외품목은 전체 1,531개 품목
중 쌀 및 쌀 관련제품 16개에 한정된다. 약품협상에서도 허가-특허연계와 같은 독
소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정부제소권(ISD)과 같이 정부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손상되는 제도도 들어가 있다. 한국정부는 협정문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규제 및 조세조치 등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협정문,
부속서 11-나, 11-바), 한국과 거의 동일한 협정문 체계하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각
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7)
따라서 향후 지향해야 할 동아시아에서의 협력모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의
전형인 한ㆍ미 FTA와는 다른 형태로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경제사회적 ‘공공성’
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경우 금융, 농업, 약품, 투자(ISD 관련) 등과 같은 분야의
개방수준이 상당히 ‘낮은’ 단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과 함께, 금융위기 대
책으로서의 ‘동아시아통화기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환경청’, 낙후지역
에 대한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동아시아발전기금’ 등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칭 ｢동아시아 경제사회연대협
정｣(East Asian Socio-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형태로 묶어나가
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 고무적인 것은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
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금융통화협력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치앙마이
다자기금이 역내의 독립적인 통화금융협력체계로 발전할지는 쉽지만은 않은 과제
이다. 그러나 적어도 유의미한 액수의, 상대적으로 IMF로부터 자율적인 역내 통화

26) 한ᆞ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은 외교통상부(2007) 참고.
27)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국가정책의 자율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것으로서는 홍기빈(2006); 송기호(2006); 김성진(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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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그리고 역내의 그 어떠한 국가도 이 기구를 지배
할 수 없는 ‘황금률’의 지배구조를 형성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따
라서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은 치앙마이 다자기금과 같은 성공모델을 에너지,
농업, 교육, 물류, 환경 등과 같은 분야로 더욱 확대시켜가는 것이다. 그리고 축적
된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사회연대협정｣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
이 바로 당면한 한국의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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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의하면 인구변화는 문명간 세력균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민과 같은 대규모 인구이동은 역사변화의 원동력
으로 작용하며 아프리카의 이슬람화, 미국의 히스패닉문화 확산 등과 같이 일국 및
문명권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1)
반면에 주류 국제경제학의 비교우위론과 헥셔린모형에서는 국가간 노동의 이동
은 가정하지 않으며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국제경제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된
다. 이처럼 주류경제학이 국가간 인구이동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일국의 장기적인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가
간 노동의 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일국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인적교류는 이들 지역의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지리라 판단된다. 그것은 이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
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산업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문화와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하여 인력교류 또한 지속적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증대, 농촌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증가, 한ㆍ중ㆍ일 3국간 문화,
관광교류의 확대 등은 우리 경제사회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한편으로 인구증가율의 감소,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

1) 새뮤얼 헌팅턴(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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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고도화 및 시장개방에 부합하는 노동구조의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산업구조조정과 동시에 노동시
장 구조조정에 부합하는 국가간 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를 수립하는 것은 시급
한 당면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노동시
장과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 등을 고찰한다. 또한 우리의 주요 인력교류 대상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인구구
조 및 인력교류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일본의 외국인 정
책과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전략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인력유입국 및 인력송출국의 측면에서 국제인력
교류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추세는 국제인력교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우리의 인구 및 노동시장의 주요한 변화 추세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2)
첫째, 인구성장률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2020년 인구성장율
0.01%, 2030년 -0.28%로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장기적으로는 마이
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령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2) 김순원(2006).

제19장 동북아 인력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 노동력이동 및 다문화 문제 955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9.5%에서 2050년 34.5%로 증가하며 세계 최고수
준의 노령화사회가 되어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경제성장 및 경제정책운영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2015년 50만 명, 2020년
에는 1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고학력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의 증가이다. 최근의 기술집약형, 자본집약
형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 국면을 고착
화시키고 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학력 및 청년 실업자의 고용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대 및 대졸자의 1/4 이상이 미취업상태에 머무르고 있다.3)
셋째, 비정규직, 중소기업 고용자 및 자영업자의 증가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
영업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과 기타 고용 간의 임극격차
가 계속 확대되어 신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4)
넷째, 첨단산업 위주의 취업률 증가이다. 전자부품, 조선, 통신, 전기가스수도,
음식, 숙박업의 경우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따라서 이들 첨단
제조업 위주의 고기능, 고숙련 노동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200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주요 주체
가 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5)는 1980년 4만 519명, 1990년 4만 9,500명에
서 2007년 말 처음으로 1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115만 9,000명
3) 2005년 20대의 고용률은 61.8%, 30대의 고용률은 72.7%이며 대졸자의 고용률은 75.6%, 고졸
자의 고용률은 62.9%에 머물러 있다.
4)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4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유지하
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경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된 근로자는 대략 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기준 87.5%이다.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는 2003년 55.9%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에 있어서 대
기업의 역할 축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비중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정도
높아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5)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단기,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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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그림 19-1 참고).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9만
4,000명이 증가하며 2001년 50만 2,000명에서 2007년 106만 6,000명으로 단기간
에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체류외국인이 급증하며 외국인이 우리 경제사회에 중
요한 구성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림 19-1. 국내 체류외국인 추이
(단위: 명, %)

자료: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편 같은 시기 외국인 노동자 또한 급증하여 체류외국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합법적으로 고용된 49만 4,035명과
불법체류 노동자 54,518명을 합하여 대략 54만 8,553명이 국내에 고용되어 있는 것
으로 추산된다.6) 특히 2003년 고용허가제 실시로 재외동포의 국내취업조건을 완화,
재외동포의 국내취업자 수가 급증한 것이 외국인 노동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은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과 더불어 국내산업
6)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현황에서 발췌하였으며 이 숫자는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표 1)과 약
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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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취업자 수 누계

7,095

67,568

146,767

291,333

492,311

1)

3,167

34,826

63,802

97,489

172,513

2)

3,928

32,742

82,965

193,844

319,798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주: 1) MOU 체결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합법 취업한 인원임.
2)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자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국내 외
국인 노동자 정책은 이러한 노동수요에 대응하여 문호를 점차 개방하고 있다. 1991
년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제도에서 시작하여 2004년 8월, 합법적인 단순기능인력
의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시행, 2007년 산업연수제의 폐지, 재외동포를 위한 방
문고용제도의 시행 등 제도적인 개방이 외국인 노동자 증가의 주요한 요인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유연성 증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계산업의 비용하락 압력, 3D산업에 대한 노동력 부족 등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변화가 외국인노동자 증가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7)
급격한 국내 외국인 수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불법체류자 문제이다. 2008년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
략 2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일부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및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의 신분적 취약성은 국내 고용주 등에 의한 인권유린과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악화시키며 향후 국제인력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김희재(2002)는 불법노동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이들에 의존하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노동시장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958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그림 19-2. 불법체류 외국인 비중(체류외국인 수 대비)

주: 비중=불법체류자 수/외국인체류자 수.
자료: 출입국관리통계연보, 각 연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년 법무부는 향후 5년 내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총 체류자의 10% 수준으로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노동시장을 왜곡하여 사회ㆍ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며 합리적이고 일
관된 외국인정책의 수행에 저해가 된다는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
한편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는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증가에 상당 정도 기인
한다. 2007년 3월부터 재중 및 재러 동포에 대하여 5년간 방문 및 취업을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 시행하면서 재외동포의 노동력 유입이
급증하였다. 2008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취업한 재외동포는 29만 9,000명이며
이 중 재중동포가 29만 4,000명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가 의미하는 바는 처우개선과 우리 사회로의 포용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우리의 재외동포 특히, 재중동포라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
동자 정책의 상당 부분은 재외동포의 활용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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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증가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사회현상은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2008년 말 현재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대략 연
간 12만 가구 정도의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결혼건수의 10%에
달한다.8) 현재 농촌지역에는 대략 4가구당 1가구가 다문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들 가정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는 달리 합법적인 국민신분으로서 우리의 사
회, 문화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우
리 사회가 이미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는 개방과 인적교류가 증가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과거 단일민족의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제인력교류 정책은 다민족 사회를 염두에
둔 보다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
가. 공통의 경험과 동일한 과제
한ㆍ중ㆍ일 3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간 인력교류에 있어서 인구유입 및
유출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3국의 인구구조 및 국제
인력교류의 현황 및 추세는 한국의 국제인력교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인구구조와 인력교류 측면에서 한ㆍ중ㆍ일 3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당면과
제를 가지고 있다.

8) 2008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수는 12만 2,552명으로 이 중 여성이 10만 7,79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법부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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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령화 사회의 진전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모두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
소하며 인구노령화라는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일본, 한국, 중국
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인구감소를 겪은 일본의 경우 이미 1990년
대 초부터 해외노동자의 유입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해외노동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한ㆍ중ㆍ
일 3국 중에서 비교적 늦은 속도로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대략
향후 20년 내에 노령화로 인한 여러 경제ㆍ사회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저성장과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다. 일본의 경우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부
터 저성장 및 고용증가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기술
ㆍ자본집약형 산업으로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용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중
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및 일본과 경제상황
이 다르나 최근 들어 도시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실업률과 청년실업
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한ㆍ일 양국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셋째, 해외우수인력의 유치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
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해외우수인력의 유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과
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각의결정된 제9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
서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의 적극적 유입 및 단순노동자 유입에 대한 신중한 대응
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고급인력유치추진회의’(高度人材受入推
進會議)를 설치하며 해외고급인력의 유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적극적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 또한 개혁ㆍ개방 이후의 적극적인 외자기업 유치정책은 해외자본과 인재
를 동시에 영입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제창된
‘科敎興國’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 해외 유학생의 유치라는 점에서 해외우수인재의
유치를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외고급인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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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있어서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해외이주의 증가와 시장개척을 위한 자국민의 해외송출이다. 일본의 경우
1985~90년, 한국의 경우 1990~95년, 중국의 경우 2000~05년 기간에 순(純)인구
유입이 큰 폭의 (-)를 기록하며 해외이주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이 기간은 각국이 모두 높은 경제성장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한 시기라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 남미지역으로의 일본인 이주는 상기 지역의
시장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 독일 등지의 간호사, 광부 파
견, 1980년대 중동지역의 건설노동자 파견, 1990년대의 북미지역으로 유학과 이민
증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 또한 최
근 들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자원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 등지까
지 인력을 송출하며 해외시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한ㆍ중ㆍ일 인구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한ㆍ중ㆍ일 3국의 인력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현상은 3국
모두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ㆍ중ㆍ일 3국 모두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5년부터 (-) 증가율
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80
년대부터 1자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인구증가율이 낮다는 점에
서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그림 19-3 참고).
9)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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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한ᆞ중ᆞ일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3국 모두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는 추이를 나타내
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 14%를 넘은
경우 고령사회, 20%를 넘는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하는 경우 한ㆍ중ㆍ일 3국
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표 19-2 참고).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 1995년 고령사회, 200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
전되었다(그림 19-4 참고). 특히 한국의 경우 단기간에 급속히 고령화가 진전되어
2000년 고령화사회, 2020년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율 감소 및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
소로 이어지는데 2008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4.46%로 한국, 중
국의 70%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9-2 참고).
일본의 경우 버블붕괴가 본격화된 1990년대에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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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그림 19-5 참고).
그림 19-4. 한ᆞ중ᆞ일 65세 이상 인구비중 추이
(단위: %)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표 19-2. 한ᆞ중ᆞ일 연령별 인구구성
연령

한국

일본

중국

0~4

5.06

4.25

5.05

5~9

6.74

4.60

5.74

10~14

7.30

4.68

7.09

15~19

6.59

4.92

8.32

20~24

7.78

5.66

6.61

25~29

7.81

6.10

6.46

30~34

8.71

7.33

7.30

35~39

8.74

7.38

9.71

40~44

8.76

6.43

9.75

45~49

8.29

6.05

6.40

50~54

6.07

6.30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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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2. 계속
연령

한국

일본

중국

55~59

4.84

8.16

6.16

60~64

4.02

6.13

4.29

65~69

3.57

6.63

3.35

70~74

2.66

5.42

2.80

75~79

1.63

4.35

1.77

80+

1.42

5.59

1.34

주: 한국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일본은 2008년 통계임.

그림 19-5. 한ᆞ중ᆞ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다. 한ㆍ중ㆍ일 고등교육 인구비중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일국의 생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급인력의 추
이를 살펴보는 것은 노동정책의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한ㆍ중ㆍ일 고등
교육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ㆍ중ㆍ일 3국 모두 고등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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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한국은 3국 중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인구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19-4). 2008
년 말 기준 한국의 25~34세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수율은 97%, 일본의 경우
94%이다. 또한 한국의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장년층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9-5 참고). 일본의 경우에도 매우 높은 고등교육 인구비
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령별 학령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19-3, 그림 19-6 참고).
그러나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2015년
만 5~14세 학령인구 수가 2005년의 7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감소세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급인력의 수급난이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고등교육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ㆍ일에 비해서는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2007년 초등입학률 99.5%, 중등입학률 98%, 고등입학
률 66%, 대학입학률은 23%이며 15세 이상 교육 연한이 1982년 5.3년, 1990년
6.4년, 2000년 7.9년, 2008년 8.5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학입학률이
23%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97%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함의하는 바는 한국, 일본의 경우 자국 내 고등교육의 양적인 증
가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급인력은 양적으로
감소하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고급인력 양성은 국내적으로는
교육수준의 질적인 제고와 국외적으로 해외 전문인력의 영입에 의존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고등교육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보완이 동시에 요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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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3. 일본의 연령별 학령 비중(2007년)
(단위: %)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문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20~24

0

7

41

20

10

21

0

25~29

1

5

32

17

11

31

3

30~34

0

5

36

17

13

26

3

35~39

0

5

41

15

13

23

2

40~44

0

5

45

13

12

23

2

45~49

0

5

44

11

13

25

2

50~54

0

10

47

9

10

22

1

55~59

1

17

52

7

7

16

1

60~64

1

27

49

5

5

13

1

65~69

1

36

46

5

3

9

0

70~74

1

44

41

3

3

8

0

75~79

1

46

41

3

3

6

0

자료: 總務省, 平成19年就業構造基本調査.

그림 19-6. 일본의 연령별 학령 비중(2007년)
(단위: %)

자료: 總務省, 平成19年就業構造基本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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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4. 연령별 고등학교 이수자 인구비율(2004년)
(단위: %)

25~64세
74
67

구 분
한 국
OECD평균

25~34세
97
77

35~44세
86
71

45~54세
57
64

55~64세
34
53

자료: 2008년 OECD 교육지표발표, 교육과학기술부.

표 19-5.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인구비율(2004년)
(단위: %)

연령
A유형 고등교육
한국
OECD 평균
B유형 고등교육
한국
OECD 평균
합계(A+B유형)
한국
OECD 평균

25-64

25-34

35-44

45-54

55-64

22
19

31
24

26
20

14
17

9
13

8
9

18
11

7
10

2
8

1
6

30
28

49
35

33
30

16
25

10
19

주: 1)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단계 진학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 대학의 석/박사 과정 등이
포함됨.
2) B유형 고등교육은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대
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전문대과정/대학과정), 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자료: 2008년 OECD 교육지표발표,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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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7. 한국과 중국의 인구대비 고등교육 이수비중

자료: 2008년 OECD 교육지표발표, 교육과학기술부.

4. 한ㆍ중ㆍ일 전문직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가. 전문직 외국인 현황
외국인 상주 노동력의 규모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이나 인구대비 비중은 한
국 2.24%, 일본 1.74%, 중국 0.04%로 한국이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외
국인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노동시장 개방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합법적 이주노동자 수는 2005년 기준 0.8%
로 OECD 평균 8.6%과 비교하여 최저수준의 이주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데10), 11)

10) 연합뉴스(200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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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저수준의 외국인노동자 비중이다. 이는 같
은 시기 일본(0.3%), 헝가리(0.8%), 체코(0.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룩셈부르크
가 외국인 노동자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45.2%)로 보유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 노동자의 9%인 1,328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한ㆍ중ㆍ일 3국은 상대적으로 인력교류의 수준이 매우 낮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력교류의 질적 수준인데 한국과 일본은 고급인력의 국내유
입이 매우 적고 단순노동자 위주로 인력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
국은 2008년 말 현재 총체류자 54만 8,553명 중에서 전문인력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며 89.9%의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기능인력이다. 또한 2008년 말 현재 전문
인력 3만 2,473명 중에서 60.8%인 1만 9,771명은 어학교육을 위하여 입국한 외국
인이며 교수 1,578명, 연구 2,057명, 전문직업 530명 등 실제로 기술혁신, 산업구
조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직 외국
인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부족한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생
산기능직을 받아들이지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봉쇄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하
여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설동훈 2005).
일본의 경우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는 2008년 현재 일본정부가 분류하는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에서 인문지식ㆍ국제업무12)와 기술13)로서 11
만 9,564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5.4%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분류와 동일하게 일본의 외국인이 비영주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하는 경우 대략 10.5%로 한국보다는 2배 정도 높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체류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유위하게
11)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는 경우 실제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2005년 말 기준으로 2% 정도로 추산됨.
12)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일본의 기업에 취직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
자격임.
13) 정보처리 및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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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현재의 일본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이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개방의 확대에 따라 1990년 초반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존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며 사회적 문제 및 국민적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부터 점진적으로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유입에
서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작하였다.14)
일본은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을 개정하여 체류자격을 27개
로 세분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15) 1993년에는 ‘외
국인 고용상황보고 제도’를 실시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
여 1993년부터 후생노동성은 사업소로부터 연 1회의 보고를 받는 제도를 실시한
다. 2006년 4월에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외국인
정책에 출입국에 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4월 7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다문화 공생의 유지에 관한 연구회’ 보고
서를 통하여 중앙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외국인의 취업, 취학,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안을 제기한다. 1999년 제9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직, 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비숙련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은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16)
중국 내 상주 외국인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14)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외국노동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한 국가로 분류된
다. 일본의 쇄국적인 노동정책은 미숙련 외국인에 의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외국인에 의하
여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다(김옥암 2000).
15)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다. 불법노동자 고용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16) 1999년 제9차 고용대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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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 다수의 유휴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
같이 단순노동직의 유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국 내 외국인의 대다수는
외자기업 종사자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급인력 외국인이
유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9-6.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2008년 기준)
구분

총체류자17)

비중(%)

총계

568,509

100.0

소계

32,473

5.7

교수(E-1)

1,589

0.3

회화지도(E-2)

19,771

3.5

연구(E-3)

2,057

0.4

기술지도(E-4)

121

0.02

전문직업(E-5)

530

0.1

특정활동(E-7)

8,405

1.5

예술흥행(E-6)

4,831

0.8

511,249

89.9

전문인력

예체능인력

소계

단순
기능인력

소계

190,777

33.6

합법화(E-9-1)

24,358

4.3

고용허가(E-9-2~7)

165,557

29.1

고용특례(E-9-A~K)

862

0.2

연수취업(E-8)

16,826

3.0

선원취업(E-10)

4,314

0.8

방문취업(H-2)

299,332

52.7

단기취업(C-4)

957

0.2

산업연수(D-3)

17,563

3.1

취업관리(F14)

1,436

0.3

비전
문취
업

자료: 2008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단기취업, 산업연수, 취업관리는 취업자격 노동자로 분류하
지 않음. 이를 제외하는 경우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54만 8,553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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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7. 일본의 체류외국인 현황(2008년 기준)
체류자격

총 체류자

비중(%)

2,217,426

100.0

912,361

41.1

일반영주자

492,056

22.2

특별영주자

420,305

19.0

1,305,065

58.9

정주자(定住者)

258,498

11.7

일본인의 배우자

245,497

11.1

유학

138,514

6.2

가족체재

107,641

4.9

총계
영주자

비영주자

연수

86,826

3.9

인문지식ᆞ국제업무

67,291

3.0

기술

52,273

2.4

취학

41,313

1.9

기능

25,863

1.2

영주자의 배우자

17,839

0.8

기업내 취업

17,798

0.8

흥행

13,031

0.6

교육

10,070

0.5

교수

8,333

0.4

기타

214,278

9.7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2006년 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지역별로 상해 5만 4,608명, 북경 3만 ,484명,
광주 6,800명로 분포되어 있는데18) 이들 지역이 경제가 발전하고 외국기업 및 외
국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상해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경영인력 25.4%, 고급
18) 2006年度勞動和社會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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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6.1%, 외자기업대표 3.1%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외국인 노
동자가 대졸학력 이상이다.19)
그림 19-8. 일본의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추세
(단위: 명, %)

자료: 법무성 입국관리국.

한편 국적별로 중국 내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다. 중국 내 상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입국자 현황, 한국 및 일본 정부의 발
표자료 등을 기초로 볼 때, 한국, 일본의 순서로 국적 분포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중국의 외국인통계에서는 타이완, 홍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로 재외화교 등을 포함하는 경우 중국의 전문직 외국인 유입은 통계수치를 월등히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국자 수에서도 한국, 일본과의 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2007년 중국 입국 외국인 수는 총 2,611만 명이며 한국 477.7만 명

19) 人民日報 海外版(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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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일본 397.7만 명(15.2%), 러시아 300.4만 명(11.5%), 미국 190.1만 명
(7.3%)의 순서이다.
표 19-8. 중국의 상주(常主) 외국인 현황(2007년 말 현재)
체류자격

외국인 수

비중

총계

538,892

100.0

대사관, 영사관 상주

858

0.2

재중 외자기업 대표

22,142

4.1

非기업 재중 기관 대표

1,048

0.2

국유기업 직원

3,334

0.6

외자기업 직원

152,520

28.3

신문방송 직원

759

0.1

과학기술 인력

1,923

0.4

외교관

19,624

3.6

문화체육 인력

3,336

0.6

체류 외국인의 가족

108,479

20.1

대학생 이상 학생

87,215

16.2

고등학생 이하 학생

17,612

3.3

기타

120,010

22.3

자료: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나. 한ㆍ중ㆍ일 고급인력 유치정책
일본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8년 7월 ‘고급인력유치추진회의’(高度人材受入推進會議) 설치를 통하여 해외고
급인력의 유치에 대한 발상의 전환 및 적극적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고급인력유
치추진회의’ 의장은 일본의 대표적 논객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毅)이며 주요 구성
원은 관방장관, 일본 경단련 부회장 등 정부, 재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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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정책전환은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치가 인본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핵
심적 요인으로 인식되며 현재까지의 일본의 외국인유입 정책하에서 고급인력의 유
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 주요한 정책은 제
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점수제를 기초로 한 영국의 고급인력유치 정
책20)을 벤치마킹하여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보다 개방된 비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기 ‘고급인력유치추진회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정책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21)
① 정부부처간 통일적 정책입안과 정책수행체제 확립
② 우수한 외국인 노동력을 “가능한 많이,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받아들임.
③ 외국인 고급인력의 범위를 정하고, 체류기간, 수속 등에 우대조치 실시
④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유입을 중시함.
⑤ 국내외 홍보체제 정비
⑥ 산학협력을 통한 처우 개선
⑦ 잠재적 외국인 고급인력으로서 유학생을 중시함.
⑧ 연금, 주택, 의료, 자녀교육 등 생활환경 개선
⑨ 탄력적인 제도운영
⑩ 외국인기능실습제도 등을 계속 검토함.
한편 ‘고급인력유치추진회의’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점수제 도입을 통한 외국인 고급인력 우대정책
20) 영국은 연령, 학력, 과거소득, 영국에서의 취학, 취업경력 항목의 총점 115점에서 75점 이상의 외
국인에 대하여 고용계약 없이 입국을 허가하고 5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점수제
의 항목에는 이외에 영어능력, 자금력을 포함하고 있음.
21) 外國高度人材受入政策の本格的展開を, 高度人材受入推進會議 實務作業部會報告書, 200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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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학생 취학 및 취업지원: 커리어컨설턴트 도입, 직업카드 활용, 인턴십 확
대, ‘아시아인재자금구상’22)강화, 유학생 30만 계획 수립
③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④ 민관지원체제의 정비: 민관통합조직의 설치, 인재정보의 인프라 구축 등
중국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는 주로 해외유학생 혹은 해외화교의 국내유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유치를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유학생 유치의 대표적인 정책은 국가급 첨단산업단지에 유학생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의 정주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에 순수 외국인 유치정책 또한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8년 ‘중앙인
재공작협조소조’에서는 해외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千人計劃｣를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박사학위 이상, 55세 이하, 6개월 이상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들은 중국대학, 연구소 등 주요 부서의 책임자, 국가연구개발프로
젝트의 책임자, 정부과학기술자금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한다. ｢千人計劃｣의
구체적인 외국인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 발급
② 100만 元의 보조금 1회 지원
③ 가족에게 사회보장혜택
④ 생활비의 세금감면
⑤ 첨단기업 기술혁신자금의 우선배분
각급 지방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
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광저우시는 2009년 ｢해외고급인력의 창업 및 업무지원 규
22) 산학협동의 아시아지역 유학생 유치사업으로 경제산업성, 문부산업성과 연계하여 2007년부터 실
시함. 2007년 30.5억 엔을 예산으로 하여 산학연계 컨소시엄 형성, 기업수요를 토대로 하여 전
문교육, 일본어 연수, 인턴십 취직지원을 패키지로 수행. 아시아의 우수한 청년을 일본으로 유치하
여 산업계에서 활약하는 전문이노베이션을 육성,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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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하여 2억 위안의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1인당 500만 위안의 창업자금 지원,
정부소유 건물에 한하여 3년간 임대료 감면, 해외인재가 20% 이상 소유한 중점산
업영역의 기업에 대하여 500만 위안의 정부자금투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는 주로 국내 대기업에 의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치되고 있
고 정부 주도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
지는 못하였다. 정부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IT카드: 2005년 정통부 추진. IT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하여 1년 이하 단기
사증 혹은 3년의 복수사증 발급.
② 골드카드: 2005년 지식경제부 추진. e-business, BT, NT, 신소재 분야의 전
문가에게 1년 이하 단기사증 혹은 3년의 복수사증 발급.
③ 사이언스카드: 2001년 교육과학기술부 추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④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의 브레인풀제도: 세계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의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체재비, 왕복항공료, 이사비용, 상해, 질병보험 가입.
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지원사업: 원천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풍부한 러시아, 인도 등 해외고급기술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장기적
도입 지원. 체재비, 항공비 지원, 해당 기업 연봉의 30~40% 지원.
다.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에 있어서 3국간 교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에
가장 중요한 인력교류 상대국이다. 한ㆍ중ㆍ일 3국간 인력교류에서 일본은 노동유
입국, 중국은 송출국이며 한국은 중국으로 송출 및 유입이 동시에 중요하나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송출국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3국간 국제인력교류의 현황은 [그림 19-9]와 같다. 중국 내 상주 외국인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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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며 일본 내 상주 외국인의 52.2%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노동 유입이 53.8%를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교류 현황이 의미하는 바는 한ㆍ중ㆍ일 3국이 모두 외국
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시장에서 중요성이 증대되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외국 노동
력의 상당 부분이 인접 국가인 한ㆍ중ㆍ일 3국에서 조달된다는 점이다.
그림 19-9. 한ᆞ중ᆞ일 3국간 인력교류 현황(2008년 말)
한국

556,517
(52.2%)

1,066,273

589,239
(26.6%)

290,000
(53.8%)

51,763
(4.9%)

655,377(29.5%)
일본

중국

538,89223)

114,899(21.3%)

2,217,426

일본의 체류 외국인 추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중국인의 일
본 체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한국을 초과하며 한국과 중국의 일본
내 외국인 비중이 역전되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일본 체류 중국인 중에서 전문
직 종사자는 5,467명에 불과하여 일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중국인이
일본 내에 단순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전문직 노동자 분포에 있어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
고 있다. 2001년 일본 체류 전문직 외국인의 국적 분포는 미국 2,540명, 중국
23) 2007년 통계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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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명, 영국 1,520명, 호주 1,312명, 캐나다 1,253명, 한국 1,167명이었는데
2008년 일본 체류 전문직 외국인의 국적 분포는 중국 5,467명, 한국 2,469명, 미국
1,855명, 인도 1,631명, 베트남 963명, 필리핀 788명의 순서로서 전문직 노동자의
경우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4)
그림 19-10. 일본의 외국인체류자 및 한국, 중국인의 비중
(단위: 명, %)

자료: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한국의 국제인력교류에서는 중국인, 특히 재중동포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전
체 외국인체류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6월 현재 대략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재중동포의 비중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한
국의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재중동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인력공급원이다.
24) 문남철(2006)에 의하면 국가간 발전격차와 자본이동의 방향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성격이 결정되
는데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의 경우 고급노동력이 유입되며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의 경우 단순노동
력이 유입되는 특성을 발견된다. 즉,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단순노동자의 이
동,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단순노동자의 이동이 일어나며 이는 자본이동의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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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1. 한국의 외국인체류자 및 비중
(단위: 명, %)

5.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어젠다
선진국의 조기 진입을 위하여, 예를 들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
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전략이 상정되어야 한다. 이러
한 장기적 어젠다의 기초하에 국내 노동시장의 전략적 개편과 국제인력교류 전략
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4만불 시대를 위한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기본적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방식으로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노동 및 자본의 투입증가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는 한계에 봉착하였으
며 기술과 인적자원의 제고를 통한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성장으로 성장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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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의 생산
체계를 형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에게도 분배되는 동시에 중소
기업 또한 현재와 같이 고부가가치, 고기술산업으로 사업영역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화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다. 수출주도형 국가전략을 유지,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무역 및 금융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적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다. 미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자원 및 환경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이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자원확보, 자원절약형 산업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결
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성장전략을 고려하면 이에 부합하는 고용구조가 요구된다. 그
런데 고용구조 개편의 핵심은 결국 저임금, 저부가가치산업은 해외노동자에게 맡
기고 고임금, 고부가가치의 산업 위주로 고용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고급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임금 단순노동자의 확보와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소득양극화 심화,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따라 아래로는 청년실업자를 양산하고 위로는 중장년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난제는 고급인력의 공급부족,
중간기술 노동력 공급과잉, 저임금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개괄할 수 있다. 현재 시
행하고 있는 ‘잡쉐어링’ 등의 방법으로는 중저임금 노동자 간의 고통분담의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 인력교류의 측면에서 상술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이민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인종적 관용과 포용’을 기초로 한 다
민족 사회를 구축, 국내적으로는 해외 우수노동력과 단순노동자의 유치, 대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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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자국민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이래 미국이
유럽이민자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며 우수 노동력을 흡수하여 선진국 도약의 결정
적인 기초를 마련한 사례와, 17세기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와 서인도회사가 장악
한 교역소를 통하여 자국민에 의한 세계적인 상업네트워크를 구축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역사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검증된다.25) 일본의 경우에도 2009년 ‘고급인력
유치추진회의’를 통해 이민을 확대하며 과거에 비해 개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을 계획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 진입의 목표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우리 노
동시장의 제약요인을 고려하면 결국 부족한 고급노동력과 저급노동력의 공급확대와
중급노동력의 공급축소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중간기술 노동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는 청년실업의 증가, 중장년 실업자의 증가로 확인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이들 노동력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재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족한 고급인력은 국내 교육제도 개선을 통
하여 충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부족한 저임금 노동력 또한 적극적인 해외수입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
이다. 특히 단순노동자를 수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수급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야마모토
(2008)의 주장인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경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
본풍부국의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수준의 노동자를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보다 완전경쟁적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수입에 있

25) 최근의 사례로는 백호주의에 의한 반이민과 차별주의에서 탈피하여 2000년 이후 다문화정책을 적
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민을 통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동
시에 사회통합을 달성한 호주의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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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그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6)
따라서 국제인력교류의 장기적 전략으로서 ‘新移民政策’은 해외로의 자국민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移出民政策’과 ‘移入民政策’이 동시에 요구된다. 먼
저 자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移出民政策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해외진출 지원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성
을 야기하고 있다.27) 이 경우 대학졸업생 등에게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장려 및 지
원하는 정책으로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이 취업을 위하여 사실상 5년 만
에 졸업하는데 이보다는 정부 및 학교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여 해외연수 및 생
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지원기간 동안 아무런 의무부담 없이 미래의 잠재
시장 국가에서 생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중장년 퇴직자의 해외진출 지원이다. ‘사오정’, ‘오륙도’ 등 40대 후반 이
후 이미 명예퇴직 등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 인적자원의 풍부한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비즈니스네트워
크를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적극적인 해외인력 수입을 위한 ‘移入民政策’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해외동포의 내국민 대우를 통한 우수한 해외인재의 영입이다. 이는 역사
적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인 포용전략에서 그 성공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28) 영국
제국의 비약적 성장에는 스코틀랜드인을 포용하고 영입한 것이 고급인력 공급에

26) 한진희ᆞ최용석(2006)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2001년 기간 동안 한국의 외국인 단순
노동자의 취업이 내국인 단순노동자의 임금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27) 박성재ᆞ반정호(2007)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 고용상황의 악화에 따라 취업에 있어서 심각
한 직무불일치와 전공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28) 에미미 추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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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스코틀랜드인은 경제적ㆍ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열등
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영국정부는 스코틀랜드인을 식민지 관련 업무에 활용하
기로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진취적인 스코틀랜드인은 영국의 식민지전
략, 산업혁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의 경우 특히 재중, 재러시아 동포들에 대한 과거의 차별을 불식하고 이들
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중국 및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런데 우리는 중국에서도 배타적인 코리안타운을 형성하고 한국인, 조선족, 중국인
의 순서로 신분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 철학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특히 재중, 재일 및 재러시아 동포)의 국내 취
업 및 자녀의 국내교육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장
기적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해외고급인력 및 단순기능직을 포함하여 해외인력의 적극적 유치 및 중소
기업 기술지원과의 연계 강화이다.
이는 19세기 말 미국식 모델 및 싱가포르식 모델29)로서 19세기 미국의 종교적
다원주의, 민주적인 정부제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응분의 보상정책은 1871~
1911년 미국으로 약 2,000만 명의 이민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들 이민자들을 통
하여 미국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 및 기술적인 약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해외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전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외국인제도를 제거하는 것이다.
한편 20세기 싱가포르 모델은 동아시아, 중국 및 화교자원을 이용한 사례로서
싱가포르의 성장에 있어서는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흩어진 화교자본이 큰 역할
29) 에미미 추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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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화교들은 자국 내의 反화교정책
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에 처해 있었는데 이들의 화
교문화를 인정하고 유치한 것이 싱가포르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우리는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급인력 및 부유한 소
비계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들에게 자유로운 사업기회
와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경우 그 경제적 잠재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ㆍ중ㆍ일 국제인력교류와 ‘新移民政策’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유입국의 측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의 경우 고급인력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ㆍ중ㆍ일 3국간 국제인력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일본내 고급인력 노동자 중에서 중국, 한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해외인력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판
단된다. 즉, 해외화교 및 해외유학생의 유치로 인하여 자국 국적의 다수의 고급인
력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급증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전문가 유치에
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전문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노동시장이 통합되어가는 추세
에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단순노동자의 이동이 많았으나 국가간 소득격차 축소
에 따라 고소득국가 간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
다(문형남 2007)는 점에서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경우 일본 및 중국의
고급인력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의 경쟁력 제고
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둘째, 송출국의 측면이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당수의 우수한 노

986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동력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과 일본과 중국이 고급인력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유휴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이들 국가로 송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 경우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일본의 기술력
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일본으로의 송출이 기술유출을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경우에 기술인력의 송출보다는 청년층 위주로
시장개척을 위한 인력송출을 통하여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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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 이후 한ㆍ중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에 경제적인 동인에 의해서 추진력을 얻었던 양국간의 교류는 이제 사회, 문
화,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경우 한ㆍ중 양국은
서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송출하는 사이가 되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지금까지 양국간의 경제적 교류에 초점을 맞춘 논문과 보고서는 수없이 많이 쏟아
지고 있지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역내 교육교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ㆍ중 간 고등교육의 각종 교류 현황을 점검하
여 미래 한국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더불어 양국
간 고등교육정책의 차이점과 성과를 탐구하여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적절한 시사
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국의 교육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서
개괄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11, 985 프로
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성과를 추적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
국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적교류, 학술교류, 산학협동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
여 시사점을 탐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베이징대, 칭화대 그리고
푸단대를 케이스로 삼아 한국과의 교류 현황을 점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ㆍ중
양국 교육정책에서 참고해야 할 교훈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팽창해왔던 한ㆍ중 교육교류가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또
양국의 교육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아시아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본 연구가 작은 기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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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고등 인재 육성정책
가. 거시적 현황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일반대학교를 의미하는 ‘普通高等學校’와 평생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成人高等學校’로 대별된다. 이 중 정식 학력이 인정되는 보통고
등학교1) 과정은 전과(專科)2)교육, 본과(本科)3)교육, 연구생(硏究生)4)교육으로 나
누어진다.5) 1990년대 이후 몇 몇 사립대학이 개교를 하였으나 여전히 압도적 다
수의 고등교육기관은 국공립학교 체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속, 국무원의 부(部)위(委) 소속, 성(省)-시(市) 및 자치구 소속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고
등교육정책 수립에는 중국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학 학제는 여타 나라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부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학기당 20~30여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
하여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 수업 부담이 과중한 편이다.6) 박사과정의 경우도 학교
와 전공에 따라 필수 학점에 차이가 있지만 졸업 전까지 대략 30~40여 학점을 들
어야 한다. 대체로 1학점당 1시간의 수업이 배분되며, 3학점 수업의 경우 일주일에
3~4시간 정도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거의 모든 학위과정에는 마르크스 사회
주의 사상 교육이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공계 중
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왔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이공계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
고 문과 계열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7년도 학사
1)
2)
3)
4)
5)
6)

한국의 대학교 과정에 해당함.
한국의 전문대학을 의미함.
한국의 학부과정을 의미함.
한국의 대학원 과정을 의미함.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
하지만 최근 학제 개혁으로 졸업 학점이 총 140~150학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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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 통계를 살펴보면 문과학과7)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48.5%)
에 육박하고 있으며 순수 이과 계열 학과(이학+공학) 정원의 비중도 2000년 전후
에 최고로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하락 추세이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철학, 역사학, 인문학(철학, 역사학 제외한 인문계열) 등 순
수 인문학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법학과 경제학의 경우 총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인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상
표 20-1. 중국 대학(대학원)의 학과별 졸업생 변천
1982년
석박통합

1990년
%

2000년
%

박사

2007년
%

박사

%

박사

철학

146

3.6

24

1.4

201

1.8

547

1.3

경제학

254

6.3

43

2.5

701

6.4

2,149

5.2

법학

202

5.0

28

1.6

322

2.9

1,871

4.5

교육학

118

2.9

16

0.9

151

1.4

821

2.0

인문학

469

11.6

49

2.8

355

3.2

1,892

4.6

역사학

196

4.8

34

2.0

236

2.1

725

1.7

이학

742

18.3

370

21.3

2,408

21.9

8,051

19.4

공학

1,197

29.5

743

42.8

4,611

41.9

14,479

34.9

농학

176

4.3

73

4.2

499

4.5

1,903

4.6

의학

558

13.8

354

20.4

1,520

13.8

5,907

14.3

경영학

-

-

-

-

-

-

3,097

7.5

총수

4,058

100

1,734

100

100

41,442

100

11,004

문과(%)

34.1

11.2

17.9

26.8

이과(%)

65.9

88.8

82.1

73.2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중국교육통계연감, 각 연도(2000년 이후는 중국 교육부 인터넷 공시 자료 인용).

7)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연감에 따라 중국 대학교의 학과는 철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인문
학, 역사학, 이학, 공학, 농학, 의학, 경영학으로 분류하였음. 이 중 한국의 학제 구분에 따라 이학,
공학, 농학, 의학은 理科, 나머지는 文科로 구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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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 중국 대학(학부)의 학과별 졸업생 변천
1990년

2000년
%

학사

2007년
%

학사

학사

%

철학

2,991

1.9

916

0.1

1,325

0.1

경제학

19,199

11.9

159,299

16.8

126,807

6.4

법학

10,246

6.3

44,124

4.6

105,964

5.3

교육학

6,586

4.1

42,052

4.4

72,408

3.6

인문학

24,155

15.0

146,997

15.5

345,792

17.3

역사학

6,394

4.0

13,661

1.4

12,316

0.6

이학

42,558

26.3

98,200

10.3

228,090

11.4

공학

10,986

6.8

354,291

37.3

633,744

31.8

농학

13,789

8.5

30,370

3.2

43,270

2.2

의학

24,640

15.3

59,857

6.3

122,815

6.2

-

-

-

-

303,413

15.2

161,544

100

949,767

100

1,995,944

100

경영학
총수
문과(%)

43.1

42.9

48.5

이과(%)

56.9

57.1

51.5

합(%)

100.0

100.0

100.0

자료: 중국교육통계연감, 각 연도(2000년 이후는 중국교육부 인터넷 공시 자료 인용).

경계열(경제학+경영학) 전체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경영학과 정원
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1년에 처음으로 개설된 경영학과(관리학)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등교육의 주류로 떠올랐다.8) 단과대학 내부의 학제와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교육에서 강조되던 학과(정치경제
학, 사회주의 경제사)의 정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서방경제학과와 같
은 주류 학문이 대체하고 있다. 이과의 경우 농학과 순수 과학인 이학의 비중은 줄
고 공학과 같은 응용 학문의 정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학 역

8) 2007년에 박사기준 7.5%, 학사기준 15%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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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적으로는 크게 팽창하였으나 비중은 2000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용 공학, 상경계열 등을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공계 편중을 벗어나, 경제성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문과 인재의 육성에
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 지도부의 구성 변화를 통해서
도 감지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도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기술 관료일 정도로 이공계 출신9)이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최근 정치국에
새로 입성한 10명 중 7명이 문과 출신이며,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
핑(칭화대 출신)과 리커창(베이징대 출신)이 각각 법학박사과 경제학박사 학위 소
지자로 권력지도가 이과에서 문과로 서서히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이공계 우대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
국 대학의 박사 중 이공계(이학+공학: 의학, 농학 제외. 협의의 이공계)의 비중은
54%로 여전히 높은 수준10)이며 각종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공계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과 중국 수험생들의 선호 학과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성의 까오카오(高考: 대학입학고사) 수석 입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하는
학과는 문과의 경우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이과의 경우에는 칭화대의 생물학과
와 컴퓨터학과로 조사되었다.11) 한국의 거의 모든 수석이 법대와 의대를 진학하는
한국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고등교육은 국공립 체계로 교육 개혁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문과 출신 졸업생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
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공계의 비중이 큰 편이며 사회

9) 특히 칭화대 출신.
10) 한국의 이공계 박사 비중은 약 50%이다(2005년 기준).
11) ‘중국교우회넷 대학평과제팀’이 발부한 ｢중국대입시험장원직업상황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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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양 교육 역시 고수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법학과 의학에 대한 수
험생들의 선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중점대학 정책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수준의 제고는 중국
의 최우선 전략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점대학’정책이라는 대학 육
성 방안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다. 211프로젝트(이하 211공정)와 985프로젝트(이
하 985공정)는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고등교육 발전정책이다. 이는
교육과정 개편, 우수 교수진 확보,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대학 합병 등의 구조조정
을 통해서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즉 985공정과
211공정의 핵심은 전공을 포함, 비교우위에 있는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하여 고급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러한 선택적 지원은 개혁ㆍ개방 이후 대세가 된 선부론(先富論)의 논리와 일맥상
통 하는 논리로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일류대학 수준
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 211 공정
‘211공정’이란 21세기에 직면하여 100여 개의 중점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중
점적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의미한다. 1995년 11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계
위, 국가교위, 재정부가 연합으로 ｢211工程總體建設規劃｣을 발표하면서 ‘211 공
정’이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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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5 공정
‘985공정’이란 세계 선진수준을 갖춘 소수의 일류대학을 건설하려는 국가 전략
적 교육정책으로 국가 주석이었던 강택민이 1998년 5월 4일 북경대학 100주년 기
념식에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세계적 선진수준을 갖춘 약간의 일류대
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이후 1998년 12
월 교육부는｢面向21世纪教育振兴行动计劃｣을 발표하여 이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3) 교육과정의 개혁 내용
중국은 고등교육 개혁의 롤모델로 북미의 교육과정을 많이 참고하였다. 결과적
으로 독자적인 형태를 가졌던 중국의 고등교육 구조가 점차 서구화되는 경향을 보
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석사 3년+박사 3년의 전통적인 중국의 학제과정이 점차
석사 2년+박사 5년 과정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박사지도교수라는 독특한 중국만의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부교수 이상의 모든 전임교원이 박사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호봉제를 포기하고 북미의 대학들처럼 교원별로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보수를 보장함으로서 해외파 우수 교수진을 다수 확보
할 수 있었다.12)
이러한 개혁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
되었다. 985 및 211 공정 대상으로 선발된 중점 대학들은 교육부 및 각 상급 기관으
로부터 차등적인 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교육기자재 구입, 시설 현대화, 우수 교원
유치,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계 일류 대학을 만들겠다는 이
러한 개혁은 합병 등의 대학간 구조조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즉 중심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변의 중소 대학을 흡수, 통합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1992년 강소성 내 4개 학교가 통합, 진강시전문대학(鎭江市高等專
12) Xu, D.(2009)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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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校)으로 재탄생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에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
들 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대규모ㆍ대량의 대학 합병이 진행되었다. 1992년부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약 20~200여 개의 대학이 합병, 피합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는 전국적으로 평균 2.5개의 대학이 하나의 대학으로 합쳐진 것으로 계산되었다.13)
이미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도 합병은 매
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의 경우 2000년에 베이징의대를 합
병하였으며 칭화대학은 1999년에 중앙미대를 합병하여 덩치를 키우고 있다.
표 20-3. 중국 대학 합병 현황(1992~2002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구분
피합병 대학 수

54

22

29

51

46

41

78

72

221

50

69

합병 대학 수

20

9

11

21

17

16

29

28

85

23

29

자료: 중국교육부 홈페이지에서 계산(http://www.edu.cn/20010906/3000403.shtml).

표 20-4. 2003~06년간 985공정에서 지원받은 경비
목표
세계 일류대학

국내 일류,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수준의
대학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세계 일류대학

13) 박종배(2007) 논문.

대학
북경대학
칭화대학
절강대학
남경대학
푸단대학
상해교통대학
중국과기대학
서안교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북경이공대학
북경사범대학

자금지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성
교육부+성
교육부+시
교육부+시
교육부+중과원+성
교육부+성
교육부+국방과공위+성
교육부+국방과공위+시
교육부+시

중국인민대학

경비 미공개

액수(인민폐/위안)
18억
18억
14억(7+7)
12억(6+6)
12억(6+6)
12억(6+6)
9억(6+3)
9억(6+3)
10억(3+3+4)
10억(3+3+4)
12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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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4. 계속
목표

국내외 지명도
높은 수준의 대학

대학
북경항공항천대학
서북공업대학
무한대학
사천대학
남개대학, 천진대학
길림대학
중산대학
산동대학
동남대학
화중과기대학
하문대학
동제대학
중경대학
난주대학
중남대학
호남대학
대련이공대학
화남이공대학
동북대학
성도전자과기대학
중국해양대학

자금지원
액수(인민폐/위안)
교육부+국방과공위+시
9억(3+3+3)
교육부+국방과공위+성+시
9억(3+3+3)
교육부+성
8억(4+4)
교육부+성
7.2억(4+3.2)
교육부+시
14억
교육부+성
7억(4+3)
교육부+성
12억(3+9)
교육부+성
8억(3+5)
교육부+성
6억(3+3)
교육부+성
6억(3+3)
교육부+성+시
6억(3+1.5+1.5)
교육부+시
6억(3+3)
교육부+시
5.4억(3+2.4)
교육부+성
4.5억(3+1.5+토지)
교육부+성
4억(2+2)
교육부+성
4억(2+2)
교육부+성+시
4억(2+2)
교육부+성
4억(2+2)
교육부+성+시
4억(2+1+1)
교육부+성
3.6억(2+1.6)
교육부+성+시+해양국
3억

자료: 박영순(2009) 논문(http://pgb.chd.edu.cn/files/2004329103729.doc).

다. 인재 육성의 결과 및 현황
985공정과 211공정 정책은 투자 분배의 형평성 문제, 지역 불균등과 관치화의
심화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단시일 내에 적지 않은 대내외적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도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
이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985 및 211 공정의 성과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대학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26개
대학의 75개 학과가 ESI14) D/B 학과별 전 세계 랭킹 상위 1%에 진입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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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학은 모두 ‘211공정’ 선정 대학이다.
그림 20-1. 북경대, 칭화대, 푸단대 및 서울대의 세계대학순위 비교(TIMES 전체 랭킹)
0
20

북경대

40
60

청화대

80
100

복단대

120
140

서울대

160
180
200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TIMES, “World University Ranking 2004~2008.”

그림 20-2. 북경대, 칭화대, 푸단대 및 서울대의 세계대학순위 비교(TIMES 과학분야)
0
20

북경대

40

청화대

60

복단대
80

서울대

100
120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TIMES, “World University Ranking 2004~2008.”

14)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기초 연구 분야의
동향과 랭킹 등이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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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 북경대, 칭화대, 푸단대 및 서울대의 세계대학순위 비교(TIMES 기술분야)
0
20

북경대

40

청화대
60

복단대
80

서울대

100
120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TIMES, “World University Ranking 2004~2008.”

표 20-5.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및 서울대의 아시아 대학순위 비교(조선일보영국QS사)
<인문, 예술>

<생명과학, 의학>

순위

대학

국가

점수

순위

대학

국가

점수

1

도쿄대

일본

100.0

1

도쿄대

일본

100.0

2

베이징대

중국

99.0

2

베이징대

중국

87.7

3

교토대

일본

90.7

3

교토대

일본

86.5

4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88.2

4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86.0

5

홍콩대

홍콩

77.9

5

서울대

한국

78.4

6

서울대

한국

75.0

6

홍콩대

홍콩

68.0

7

와세다대

일본

68.9

7

오사카대

일본

65.8

8

칭화대

중국

66.3

8

칭화대

중국

60.2

9

푸단대

중국

62.0

9

푸단대

중국

55.0

10

출라롱콘대

태국

59.2

10

대만대

대만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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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5. 계속
<공학, IT>

<자연과학>

순위

대학

국가

점수

순위

대학

국가

점수

1

도쿄대

일본

100.0

1

도쿄대

일본

100.0

2

칭화대

중국

93.0

2

교토대

일본

96.3

3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88.9

3

베이징대

중국

93.3

4

교토대

일본

83.9

4

칭화대

중국

73.7

5

도쿄공업대

일본

81.9

5

서울대

한국

73.0

6

홍콩과기대

홍콩

79.9

6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70.1

7

난양공대

싱가포르

75.7

7

오사카대

일본

64.6

8

카이스트

한국

74.1

8

카이스트

한국

60.9

9

베이징대

중국

74.0

9

중국과기대

중국

60.7

10

IIT뭄바이

인도

70.8

10

대만대

대만

57.1

<사회과학>
순위

대학

국가

점수

1

도쿄대

일본

100.0

2

베이징대

중국

96.8

3

싱가포르국립대

싱가포르

95.6

4

서울대

한국

79.1

5

교토대

일본

77.7

6

홍콩대

홍콩

77.1

7

칭화대

중국

68.5

8

푸단대

중국

67.3

9

홍콩중문대

홍콩

64.1

10

출라롱콘대

태국

62.0

자료: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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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베이징대, 칭화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제치고
세계 10~30위권에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조사에서는 일본 도쿄대와 함께
아시아 최정상 대학의 위치에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권 대학에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의 기부금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
원에 대한 대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외파 박사들(Sea Turtle: 海
龟)과 화교권 교수들의 귀국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학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해외파 교수들의 귀국을 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학자에게는 북미권 학자들의 연봉에 육박하는 연구비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많은 우수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간 연봉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점대학 중 하나인 저장대학의 경우 비슷한 호봉
대의 교수라도 연구업적과 수업능력 평가에 따라 연봉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
는 철저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타 대학들도 비슷한 보상체
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대만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훠더밍 대만정치대학 금융학
과 교수, 주자상 국립대만대학 경제학과 교수, 우허마오 대만대학 국제기업과 교수
등 세 학자가 최근 베이징대학의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칭화대학은 최근 원
자핵물리학 분야 싱크로트론 방사15) 이론의 권위자인 청야오 대만칭화대학 교수
등 3명의 학자를 스카우트하여 대만 학계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다.16)
한국의 국립대학들이 공무원법에 묶여서 해외 석학을 초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15) 전자가 자장을 통과할 때 방출하는 전자파.
16) 홍콩 明報 2006년 7월 1일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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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4. 북경대학교 경영대(광화관리학원) 교원 중 해외 박사 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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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9년 11월 현재 광화관리학원의 조교수 이상 총 교원은 116명임: 경영정보(16), 회계(16), 금
융(21), 계량(10), 마케팅(11), 응용경제(17), 전략경영(13), 조직관리(12)
자료: 2007년 이전은 Dean Xu(2009) 논문, 2008년 이후는 광화관리학원 홈페이지에서 조사. 단 2008
년 이후는 조교수도 포함된 비율임.

3.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현재
가. 거시적 현황
한ㆍ중 간 교육교류는 통계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 유학생 중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 소속 국가유학교육기금관리위원회에 따르
면, 2008년 말 현재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6만 5,000여 명으로 전 세계 175개국
에서 온 유학생 19만 5,000여 명 중 가장 많은 약 33%를 차지했다. 중국의 한국
유학생 수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유학생보다 적었으나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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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터 역전, 현재 일본 유학생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02
년 말 3만 6,093명을 기록하였고, 2003년 사스(SARS) 영향으로 약간 줄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절대 학생 수에 있어서는 뚜렷한 증가
세를 보이지만 전체 유학생 중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는 한국,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
중국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유학생
들은 전체의 약 2/3가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3개 직할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
교별로는 베이징어언대, 푸단대, 칭화대, 베이징대, 상하이지아퉁대 순으로 한국 한
생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5.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총수와 전체 유학생 중 비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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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50

50,000

40

40,000

30

30,000

20
2002

2003
총수

2004

2005

2006

2007

전체유학생중비율

자료: 중국교육통계연감, 각 연도.

한국 역시 중국 학생들의 중요한 유학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 들
어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로 조사되었
다. 해외로 유학가는 중국 학생 중 약 1/4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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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약 4만 5,000여 명으
로 절대 유학생 수나 전체 외국 유학생 중 차지하는 비중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권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한류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호 학과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학과에 많
은 학생들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한국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학부과정의 이공
계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7)
그림 20-6. 한국 내 중국유학생 총수와 전체 유학생 중 비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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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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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20

5,000
2003

2004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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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유학생중비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나. 구체적인 사례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중국 고등교육의 중심으로 중국의 인력 양성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11공정이나 985공정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중 베
17) 김혜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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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등은 당과 정부의 핵심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대학
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허브(Hub) 학교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들 세 개의 대학을 사례 연구하여 역내 대학간 교류상황을 살펴본다.
1) 베이징대
베이징대에는 현재 80여 개국에서 온 4,000여 명의 장단기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300여 명이 정식 학위 과정에 있다. 이 중 한국 학생은 약 600
여 명의 학부생과 16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
베이징대는 2003년 학제를 개편하여 졸업 학점을 본과생의 경우 140학점 정도19)
로 하향 조정하여 중국에서 가장 이수 학점이 낮은 수준이 되었다. 연구생 과정의
경우에는 30학점20)에서 40학점21)까지로 조사되었다. 북경대의 내국인 학비22)는
학부의 경우 연 4,800위안23)에서 6,000위안24)이며 석사 이상의 연구생의 경우 연
간 1만 2,000위안 내외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 보조를 받고 있다. 북경대
의 유학생 학비는 문과의 경우 연간 2만 6,000위안(학부)~3만 2,000위안(대학원),
이과계열은 3만 위안(학부)~4만 위안(대학원)이며, 전문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연간
7만 4,000위안,25) 8만 위안26)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의 경우 북경대학교 공식 유
학생 안내 책자에 따르면 1,200위안 정도로 나와 있으나 북경의 높은 물가로 인해
서 사실상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월 3,000위안에서 6000위안 이상을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한국유학생회.
전공에 따라 130~140학점으로 차이가 있음.
공공정책학원.
광화관리학원.
중국 교육부, ｢2009년 985공정원교학비표준공시｣; 칭화대, 푸단대 학비 정보도 같은 출처임.
표준 학비.
의학부.
국제MBA과정.
국제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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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이 지속된 후 많은 수의 한국 단기 유학생
들이 귀국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27)
베이징대는 칭화대와 함께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매년 경쟁률과
합격자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합격자 중 한국 학생들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있으며 이 자리는 서구에서 유학오는 학생들로 메워지고 있다. 입학 경쟁률은
평균 7:1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기학과의 경우 외국인 특례 입시 경쟁률은 10:1 정
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상경계열, 어문 지
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표 20-6. 북경대 학과별 입학생(학부) 추세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법학원

9

12

11

9

11

6

광화관리

13

12

10

10

12

13

국제관계

20

21

22

22

20

20

경제학원

17

17

15

13

8

9

고고문헌

6

1

1

1

1

1

역사학

10

7

3

2

10

5

사회학

8

9

9

5

10

15

신문방송

14

7

7

10

12

11

예술학

6

5

3

2

4

7

철학

0

1

1

2

3

3

정부관리

9

5

7

13

4

6

어문

15

15

14

17

21

15

자료: 북경대학교 한국유학생회.

27) 1위안 = 약 170원(2009년 11월 22일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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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위 교류
베이징대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많은 대학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왔다. 최근에
는 친선, 자매 교류의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학위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 그 결과로서 한국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복수학위제도, 듀얼프로그램(1+1,
3+1)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중국학과와 경
희대학교가 베이징대와 공동학위제도를 운영하여 연간 가장 많은 학생들을 상호 교
환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0년에 공동학위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서울대-베이징
대 MBA Dual Degree’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도 비슷한 프로그
램을 추진 중이다. 몇몇 학교는 더 나아가 직접 베이징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자교
의 학생들을 송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화여대는 총장 명의로 베이징대에 해외
거점 캠퍼스를 건립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경희대도 베이징대 학내에 중국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베이징대는 20여 개 이상의 한국의 대학들과 각종 협정
을 맺고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연결망을 넓혀가고 있다.
표 20-7. 북경대와 한국 대학 간 교류 현황
이화여대

북경대에 해외거점캠퍼스 개설, 공동 석사학위과정 개설(국제중국어교육전공)

동국대

교환학생 파견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 북경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연세대

북경대와 공동학위 실행(국제학대학원)

경희대

경희-북경대 중국어센터를 개설, 공동학위제 실시

서울대

총장 차원의 베세토 협약, 전면적 학술교류협정 체결

한양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해 1999년부터 학생교환

전북대

북경대와 자매 결연, 인력 교환(전북대 병원)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금강대
대구카톨릭대

유학ᆞ동양학, 경제ᆞ경영학, IT, BT 등의 분야에서 MOU 체결, 1+1 수학 제도
자매결연, 학생교류
교류협정체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북경대에서 실시
북경대 마케팅학과와 자매결연 체결 후 학술 교류

자료: 북경대학교 홈페이지 및 언론재단 뉴스 검색.

101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나) 교원 및 사회 인사 교류
베이징대에는 매년 전 세계 약 300여 명의 교수들이 방문해서 협력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베이징대는 해외 초빙교수를 대상으로 정식 교수에 버금가는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해외 인사들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화관리학원의 경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의
연 초봉은 각각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로 한국의 국립대 수준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명 해외 교수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연
봉을 지급하고 초빙교수, 특별교수, 기금교수 등의 명칭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정작 베이징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실질적인 연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단순 교류와
자료 수집 목적의 방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한국의 정
치인들이나 비학술 사회 문화 인사의 방문이 많다는 것인데, 특히 정치적으로 유명
인사의 경우 중앙정부 외교부와 베이징시 정부 외사처에 직접 편의를 돌보아 주
그림 20-7. 북경대 광화관리학원(경영대학원) 교수 구성
(단위: %)
8
4
3

18

67

파트타임

방문교수

게스트 교수

특수교수

일반 교수

주: 파트타임 - 계약직 해외 교수, 방문교수 - 해외 연구 교수, 게스트 교수 - 방문교수, 특수교수 - 계약직
해외 대학 겸임 교수, 일반교수 - 조교수 이상 국내 교수
자료: 북경대 광화관리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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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매년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객원교수 등의 직함으로 베이징대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 자치조직들 간 교류도 활발한데, 서울대 동아리 모임(금융경제연구동아
리, 창업동아리)에서 베이징대, 칭화대와 함께 중국 대륙 사이드카 질주, 봉사활동,
스포츠 교류, 학술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 칭화대
칭화대에는 약 1,300여 명의 세계 각국 장ㆍ단기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약 절반 정도가 정식 학위과정에 있다. 한국 학생은 약 900여 명 정도로 파악되며
그중 약 600여 명(학사 480여 명, 석박사 120여 명) 정도가 학위과정에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베이징대와 마찬가지로 칭화대의 졸업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 입학생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한국 학생만이 졸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수료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칭화대도 북경대와 마찬가지로 학부의 경우 졸업
학점이 140점 정도로 조정되었으며 연구생의 경우에는 33.5학점29)에서 44학점30)
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칭화대의 내국인 학비는 연 5,000위안31)에서 1만
2,000위안32)으로 조사되었다. 석사 이상의 내국인 연구생의 학비는 1만 위안에서
1만 6,000위안이나 2007년 기준 대학원생 90% 이상이 학비 면제를 받고 있는 것
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33) 1990년대에는 중문과, 법학과 등 문과 계열의 한국 입
학생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을 중심으로 한국인 지원자들
이 늘어나고 있어 입학 경쟁률도 크게 치솟고 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과 학부모
들의 베이징대, 칭화대 편중 지원이 갈수록 심해져 입시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이들
28)
29)
30)
31)
32)
33)

한국인 유학생회.
컴퓨터공학과.
기업관리학(경영학).
표준학비.
예술설계 전공.
新華罔, 2007년 9월 20일자 인터넷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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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각종 입시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가) 대학간 교류
중국 최고의 이공계 중심 대학인 칭화대의 교류는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특화되
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KAIST는 칭화대와 학술자료 교환 및 연구원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협정을 맺었으며, 명지대도 차세대전력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서울대 공대 동창회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GLP)의
일환으로 매학기 5명의 학생들을 칭화대에 파견하여 서로의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대 금융경제 연구 동아리(SFERS)는 칭화대 FATH와 함께 2006
년부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KOSEN)와
칭화대 창업동아리협회는 ‘한ㆍ중 대학생 벤처교류회’를 주도 하고 있다.
표 20-8. 칭화대와 한국 대학 간 교류 현황
건국대

칭화대 의상학과와 자매결연(건국대 의상학과), 정기 패션쇼 개최

한남대

칭화대와 자매결연 체결

동국대

칭화대와 자매결연, 매년 학생 파견

승가대

국제학술교류협약 체결, 연구원 교환 연구, 공동번역작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세종대

학생교환프로그램 합의

KAIST

칭화대와 전면적 교류협력 맺음. 삼성전자와 함께 학술자료 공유, 교수 및 연
구원 교류 양해 각서 체결

서울대

중국 칭화대와 상호 지부 설치 합의

연세대

교류협정 체결(기계공학부)

명지대

국제공동세미나 MOU(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자료: 칭화대학교 홈페이지 및 언론재단 뉴스 검색.

나) 산학 협동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일컬어지는 중관촌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진출과 산학
협동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교를 통하지 않고, 자체 기업을 소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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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칭화대홀딩스, 칭화대사이언스파크, 칭화통팡(淸華同方)과 같은 교판기
업(敎辦産業)들과의 직접적인 기술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칭화대와 계열 기업들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자재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많아 자체 경쟁력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물론 독
일의 지멘스, 일본의 롬 사 등 유명 기술집약형 기업들과의 교류도 급증하고 있다.
표 20-9. 칭화대의 산학교류 현황

일본 롬(Ronm) 사
독일 지멘스 사
한국 친환경연구센터

주문형 IC(집적회로) 분야의 세계 1위인 교토에 위치한 롬 사는 ‘칭
화대-롬 전자공학관 건설에 관한 MOU 를 체결하여 연구 지원 센터
를 건립, 2011년 완공 예정. 이미 2006년에도 ‘칭화대-롬 과학연구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광전자-나노 연구를 해왔음.

｢과학연구 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관한 협정서｣를 공식 체결
중국의 친환경 공동주택 및 에너지 모니터링 협정

충남테크노파크

칭화사이언스파크와 기술협력 체결

삼창기업(주)

칭화대와 물 복원 기술협력 체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칭화대와 원자력 연구협력 체결

자료: 칭화대학교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및 KOTRA DB; 언론재단 뉴스 검색.

3) 푸단대
푸단대는 상하이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으로 역시 많은 수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
하고 있다. 현재 푸단대에는 전체 2,400여 명의 장단기 유학생 중 약 1,200여 명이
어학연수, 교류학생, 혹은 정식 학위과정의 한국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약
900여 명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푸단대는 학부의
경우 졸업 학점이 15034)~16035)학점이며 연구생의 경우에도 학과마다 조금씩 다
르나 대체로 40학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비는 내국인인 경우 연 5,000위안36)
34) 국제경제무역.
35) 언어문화과.
36) 표준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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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만 5,000위안37)이다. 내국인 연구생의 학비는 연간 1만 위안 내외이나 첫
학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학비가 면제되며 2학기 때부터는 성적에 따라 약 70%의
학생이 학비 면제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공학전공 등의 일부 학과
에서는 장학금 혜택이 별로 없으며 학비는 2만 6,000위안으로 치솟기도 한다. 본
과 외국인의 경우 2만 4,800위안, 박사과정생의 경우 약 2만 8,000위안이다. 학교
측의 홍보 책자에 따르면 월 300달러에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학생들
이 학교 외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물가가 매우 높은 편이라 최소한 그 이
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대학간 교류
성균관대학교(중국학대학원), 고려대(경영대학원), 중앙대(경영학과) 등이 푸단
대와 복수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15개 이상의 국내 대학들이 자매결
연, 학술교류, 학생교환에 관련한 MOU를 맺고 교류를 시작하고 있다.
표 20-10. 푸단대와 한국 대학 간의 교류 현황
성균관대

2007년 성균관대학교는 양교간 1+1 복수학위제(석사)를 체결(중국학대학원)

영산대

2009년 영산대학교는 푸단대 시각예술학원과 손잡고 패션관련을 특화하여 학술
교류의향서를 체결

고려대

2008년 고려대는 S3 ASIA MBA란 이름으로 푸단대-싱가포르대와 경영학 석
사 복수학위제도를 개설

중앙대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푸단대와 Global BRICs MBA 란 이름으로 복수
학위제도를 개설

전남대

전남대는 푸단대와 자매학교를 체결하고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교류

한국디지털대
영남대

한국디지털대는 푸단대 등과 함께 학술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화 기틀을 마련

2007년 영남대학교는 동아시아 기업 발전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
인 교류를 약속

자료: 푸단대학교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및 KOTRA DB; 언론재단 뉴스 검색.

37) 경영학 전공(물류관리 및 중국-프랑스 합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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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학 교류
종전의 푸단대와의 산학교류는 상하이 주변의 거대한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높이
기 위한 산업교류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하이의 내
수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의료(한림의료원, 전남대)와
방송(한국방송영상진흥원) 분야가 특화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0-11. 푸단대의 산학교류 현황
SK

2001년 SK와 공동으로 푸단-SK 인큐베이션센터를 설립하여 벤처기업
양성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한국방송영상진흥원

2004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푸단대학교와 함께 방송연수사업분야
공동협력을 체결

한림의료원

2004년 한림대의료원은 푸단의과대학과 학술 및 인적 교류 추진에 합의

무역협회

2003년 무역협회무역연구소는 푸단대 세계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에 관
한 협정(MOU)을 체결

자료: 푸단대학교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및 KOTRA DB; 언론재단 뉴스 검색.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선택과 집중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211 및 985 정책 등을 통해 우
수 대학 및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
수한 입학생과 교원을 확보하였고 대학 경쟁력이 단시일 동안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대학순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또한 학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논문의 피인용지수에서는 여
전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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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기존의 단순한 관 차원의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구상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이어진 성장의
정체는 한국 대학의 발전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 번째는 선별적
지원을 통한 소수의 초일류 대학의 육성이냐 아니면 공평한 분배를 통한 균등한
발전의 모색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지속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적 문제이다. 한국 역시 BK21
으로 대표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양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999년 시작된
BK21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참여하는 1,500여 교수의 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은 사업 시작 전 3,765건에서 사업 5차 연도에는 7,384편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 지원에 대한 수월성이나 균등성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선택과 집중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와 우리의 BK21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선별적인 지원은 계속
그림 20-8. 중국의 SCI급 논문발표 실적과 세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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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외된 대학 중에서 연구성과의 잠재성이 기
대되는 곳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도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대학가를 흔들어 놓은 국내 및 세계 대학순위 공개 및 교
원 재임용 심사 강화를 통해 한국의 대학과 교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풍
토는 조성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학 구조조정은 우리보다
더 늦었지만 개혁의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중
표 20-12. 주요 국가의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현황

일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부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으로 형성하고 세
계 선도의 창조적 인재 육성 및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집단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COE(Center of Excellence)’ 사업을 진행. 선정 대학 50개 중 상위 3개 대학교
가 총 COE 지원금의 31%, 상위 7개 대학교가 50% 를 받았음.

중국

선도 대학 그리고 800여 개 중점학과를 집중 육성해 이들의 교육, 연구 능력을 크
게 개선하고 이들 중 몇 개는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시켜 중국 고급인력 양성과 경
제발전의 주요 기지가 되게 한다는 목표를 설정. 211공정에 선발된 대학은 중국 전
체 대학의 5% 정도이며, 선정 대학 간에도 상위 대학 및 하위 대학 간 지원금 차
이는 최대 6배 이상으로 조사됨.

미국

미국과학재단(NSF)은 1997년도부터 ｢우수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
음. 선정된 대학에 연간 50만 달러씩 5년간 지원하며, 국제프로그램 추진 대학에
국제교류 경비로 50만 달러를 추가 지원. 대학 연구비의 80.5% 가 소수의(전체의
3.8%) 연구중심 대학에 집중.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 싱가포르 국립대의 경우 전체
예산의 75% 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1조 1,000억 규모의 발전기금을 확보.

한국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1조 5,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BK21 사업을 시
작하였음.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
진해 온 사업임.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를 대폭 지원

독일

DFG(독일연구재단)의 연구 지원금은 상위 40개 대학에 전체의 81% 가 집중되고
있음

자료: 교육혁신위원회(2007), 발표 연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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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우수 교원과 그렇지 않은 교원과의 연봉 격차는 무려 5배 넘는 경우38)
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배를 넘지 않는다.39)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연구성
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수 교원에게 파
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의 경험을 참
고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중국 대학은 논문의 성과에 있어서
세계 초일류 대학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급등했던 세계대학순위는 최
근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관 주도의 개혁의 한계가 노정되었기 때문
이다. 중국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
지만 반대로 개별 대학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대학의 관료화가 가속화되었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국립대(NUS)의 경우
법인화 이후에도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생선발 등에 있어서
교육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뒤따르던 의무조항도
전면 삭제되었다. 즉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
고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지속적인 대학의 성장을 위한 충분조건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립대 법인화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참고할 명제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학은 우리에
게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신흥세력인 중국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흡수하
고 활용하기 위해서 역내 선도 대학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술 네트워
크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8)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의 경우 교수 채용에 있어서 유명석학과 그렇지 않은 교수와의 연봉 트랙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으로 5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9) 한국의 경우 연봉 차이가 국립대보다 큰 사립대의 경우에도 초봉의 경우 최대 격차가 3,500만 원,
30년차의 경우 7,300만 원으로 최대 연봉의 100%를 넘지 않았음(2003년 국회교육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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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내 한국 유학생 관리
지난 20년간 한ㆍ중 양국 사이의 폭발적인 유학생 교류를 통해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규모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아직도 미비한 정도이다. 2007년 말 기준 주중 한국 유학생 숫자가
무려 6만 7,000명40)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북경에서 수학하고 있는 현실41)에
도 불구하고 유학생 관리는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유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기본적인 학생, 교류 통계조차 조사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를 위해서 수차례 주중 북경대사관 정무처 교육관실에 문의하였지만
대사관은 자체적으로 유학생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중국에서 만든 대략의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지어 교육관 직통 연락처라고 주중 한
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소개해 놓은 이메일 주소는 사용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인데도
아직도 고쳐놓고 있지 않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나 유학생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사설 학원
이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얻고 있다. 또한 대사관 측의 유학생 지도 및 안내 역시
거의 전무하다. 연간 수차례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갖는 주중 일본대사관 교육처
와 대비되는 상황이다. 한국 유학생 인터뷰 결과 심지어 긴급한 생활정보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나온 정보로 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서 교육부, 외교통상부에 양분되어 있는 유학생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일원화하
여 체계적으로 유학생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지에서 교육받
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
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에 대한 수요가 적지

40) 대학생 이상 2만 4,000여 명.
41) 단일 해외 도시 중 한국 유학생 수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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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유학생 모임을 개최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관리
차원을 떠나 사전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 지원 업무에
서 나아가 산업적, 문화적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체계적인 장기 플랜을 세워 중국
내 우호적인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유학
생이 몰리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에는 별도로 유학생을 관리하고 민원상담에 응대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상당수 지원 인력은 공무원이 아닌 민
간 인력풀에서 채용하여 보다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 관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
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낙후된 형편이다. 반면 중국은 외국 유학생들
을 유치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편의를 돌
보고 있다. 중국정부 장학금은 단순히 유학생을 지원하는 목적 이외에 중국어와 중
국 문화의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중국어를 보급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외국 출신 중국어 교사를 의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를 한자 문화권으로 묶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자비 유학생
유치 기조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장학
금 혜택의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 1997년 설립된 국가유학기금위원회(CSC)는
중국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각종 정부 장학금을 관리, 집행하고 있으며 2008년 기
준 4,255명의 자국 내 해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42) 특히 2008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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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CSC는 중국의 유수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에게 매년 자동 갱신되는 중국정
부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매년 좀 더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반면 한국 내 중국학생들의 지원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이나 대학에 일임하
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을 통해 유학생을 3배 늘리고,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
가 많으며 단순히 학위만을 취득하고 귀국하는 상황이다. 보다 우수한 중국 인재를
표 20-13. 중국정부의 유학생 대상 주요 장학금
HSK 성적우수장학금

중국 교육부가 외국에서 HSK(한어수평고시)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외국 학생을 선발해, 중국에 와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전액장학금 제도.

중국어교사대상 장학금

각국의 중국어 교사들의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수여하는 장학금임.

중국정부 장학금

중국 교육부가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의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체
결한 교육교류협의, 혹은 대외에 제공하기로 상호 약정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 장학금임. 본과생 장학금, 석사연구생장학금, 박사연구생장
학금, 중국어연수생장학금, 보통연수생장학금, 고급연수생장학금 등이
포함됨.

우수외국유학생 장학금

중국 교육부가 중국 내의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
이다. 처음 계획했던 학습과정을 모두 마감하고, 동시에 해당 연도의
석사 혹은 박사 과정에 지원해 합격한 품행이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함. 전액 혹은 부분 장학금을 지급함.

중국문화연구 장학금

중국문화 연구 방면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들이 중국에 건너와 단기
간 연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임.

장성장학금

중국 교육부가 유네스코(UNESCO)에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으로 보통
연수생과 고급연수생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42) 이 중 21.7%가 아시아 출신 학생임. CSC 2008년 연보(http://www.csc.edu.cn/uploads/20090831162723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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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지한파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유학생 장학금을 신
설하고 현재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고 교육부와 법무부로 양분되어 있는 중국 유학생 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을 기관장으로 하는 서비
스 센터를 건립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수만
명에 이르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 문화적 접근
중국의 경우 국제공자학교(http://www.chinese.cn/) 등의 학술문화기관을 전 세
계에 설치하여 자국의 문화와 언어 보급에 힘쓰고 있다. 반면 주중 한국대사관 산
하 주중 한국문화원은 중국에 한국을 알린다는 기본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로 순수 미술 전시회나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 중국인들과 학생들을 흡입하여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가 매우 적어, 전
반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조직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자아카데미와 아시아에서 처음 개원한 서울중국문화원에서 중국어와 한자
문화에 대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중국의 노력과 대비되는 것이다. 향후 우
리는 기존의 학문교류와 함께 역내간 문화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의
외교 공무원들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험이 풍부한 문화 교류 전문가
를 영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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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ㆍ중 대학 간 교류
최근 학교 홍보 차원에서 많은 수의 한국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대학들과
공동학위제도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교류가 일회성 이벤트
에 그치거나 일방적인 지원 형식의 ‘조공’ 협정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ㆍ중 대학 간 교류의 유형을 보면 공동학위, 단기 수학 등의 외형적인 학위, 학
생 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호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일부 유명 중국 대학에만 많은 수
의 한국 대학들의 교류가 몰리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등의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호혜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기업을 중
심으로 중국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한 산학 협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되며, 향후 공동연구 기지 구축, 상대 대학에서 강의가 가
능한 교원 교류를 통해 한ㆍ중 양국의 대학과 기업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연
구 기반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중국의 고등교육제도는 대부분 국공립체제로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개혁 개방 이후, 산업의 수요에 발맞추어 학제를
큰 폭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중국은 211, 985 공정 등으로 대표되는 선택과 집중
의 원칙을 통해 급속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한국도 BK21 프로젝트
를 통해서 비슷한 전략을 취해왔으나 일각의 반발로 인하여 연구비가 분산 집행되
었던 측면이 있다. 우리도 중국 대학의 성장 경험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수 대학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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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간 경
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한ㆍ중 간 역내 교류는 유학생 교류, 대학 간 교류, 대
학-기업 교류 등으로 양적으로 다양하게 증폭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심 대학인 북경대, 칭화대, 푸단대를 사례연구하여 구체적인 대학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단순한 학위 교류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양국
의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의 강점인 우수한
기술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학 협동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충분히 잠
재력 있는 새로운 협력의 유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수만 명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유학 대상국이지만 이
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중대사관과 한국 교육부는 거의 무관심으
로 일관하여 많은 수의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
다. 현지 기관에 대한 인적 쇄신은 물론 대사관 교육관실과 교육부로 양분되어 있
는 해외 유학생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국에서 공부한 인력들이 기업 및 산업에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지원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제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 우리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 우리는 이
들을 지방대학의 정원을 채워주거나 예비 산업연수생의 역할로 축소하여 인식하였
지만, 점차 수준 높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중국 유학생들에 대
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교육산
업을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지한파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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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무역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중국기업의 도산
및 경영 악화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한ㆍ중
간 무역마찰 증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대외
무역의 확대 및 선진국과의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주요 무역대상국과 무역마찰이
증가해왔으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
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 이로 인해 유발되는 한ㆍ중 간 통상마찰을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미국과 일본 다음의 3위로, 중국경제가 세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세계 2위 수출국이자 3위 교
역국인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중국정부가 어떤 통상정책을 취하느
냐에 따라 크게는 세계 경제환경에, 작게는 경제교류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향방이 각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통상
환경, 통상정책,1) 한ㆍ중 간 무역구조의 특징 및 무역마찰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박종수(1997), 강인수 외(2006) 등에 따르면, 통상정책은 국가간 통상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의 입장수립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정책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
됨. 국제통상에서 다루는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통상정책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어 과거의 통상
정책이 주로 재화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시장개방, 수입규제 완화, 수출촉진 등과 관련된 무역정
책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통상정책은 무역에 영향을 주는 산업정책을 비롯한 제반 국내 경제정책뿐
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공동의 관심사(예컨대, 환경보존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까지도
포괄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통상정책의 집행을 위한 수단 역시 단순한 관세 중심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비관세장벽 관련 조치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고 그 내용과 집행방법이 훨씬 복잡해져
가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중국의 무역정책과 FTA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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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통상환경
가. 중국의 상품무역 개황 및 특징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성장하여왔다(그림
21-1 참고).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8년까지는 연평균 27.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도 2001년 이후 불
과 7년 사이에 13배 이상 증가하여 2008년에는 무려 2,9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단, 2004년 이후부터 수출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수출 급증에 따른
대외 무역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21-1. 중국의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자료로 작성.

2000년대 중국의 빠른 수출 증가는 주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주도해왔다. [그림
2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과거 1990년대에는 국유기업의 수출이 중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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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계투자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계투자기업의 수출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2000년부터 외국계
기업의 수출 비중이 국유기업의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 현재 외
국계투자기업의 수출비중은 55.9%로 높아진 반면 국유기업의 수출비중은 16.1%
에 불과하다.
그림 21-2. 외자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자료: CEIC 자료로 작성.

저렴한 노동력, 토지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 기업들
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유입으로 인해 중국의 산업생산 기술도 과거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다. 일례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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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에서 보면 소
비재의 경우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2)가 약 0.8 수준으로
성숙기의 산업단계에 진입하였고, 자본재는 2005년 이후 수입특화 산업에서 수출
특화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중간재의 경우 2007년 들어서부터는 무역특화지
수가 -0.2로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간재 분야의 수입대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중국의 대(對)한국 가공단계별 무역특화 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2)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란 특정시장에서 양국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
로, 각 품목의 수출입 차이를 해당품목의 교역규모로 나눈 값임. TSIij= (Xij-Mij)/(Xij+Mij)로
표시되며, (TSIij는 i국가 j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ij 는 i국가 j품목에 대한 수출액, Mij는 i
국가 j품목에 대한 수입액을 의미); 이는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양
국간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임.
TS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동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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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에 보여진 것과 같이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인 가전기기부품,
컴퓨터부품, 통신기기부품, 자동차부품의 경우 중국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기계부품, 반도체의 경우 여전히 수입특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단, 기계부품
의 경우 2008년 무역특화지수가 -0.2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수입이 대체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21-4. 중국의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그밖에 산업용 원자재에서는 철강과 섬유제품의 경우 수출특화가 빨라지고 있
다. 섬유의 경우 2003년부터 수출특화로 전환되었고, 철강은 2006년부터 수출특화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비철금속, 석유화학, 농수산물, 광산물 등 대부분의 산
업용 원자재에서는 여전히 수입특화가 나타나고 있다(그림 2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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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중국의 주요 산업용원자재의 무역특화지수

자료: CEIC, 중국해관통계.

나. 중국 무역의 성장과 무역마찰
WTO 가입은 중국의 무역규모를 급팽창시킴으로써 세계교역에서 중국의 위상
을 크게 제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1
년 5,1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조 5,610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교역에서 중
국의 순위가 2001년 6위에서 2008년에는 3위로 부상3)하였다. 수출규모는 2001년
2,67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조 4,290억 달러로 중국의 순위는 6위에서 2위4)
로 올라섰다(표 21-1 참고).
3)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3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
4) 중국은 2007년부터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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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중국의 교역규모 변화와 순위 변화
(단위: 십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십억 위안
9,922
10,966
12,033
13,582
15,988
18,322
21,192
25,731
30,067

GDP
십억 달러
1,198
1,325
1,454
1,641
1,932
2,236
2,658
3,382
4,327

세계순위
6
6
6
6
6
4
4
4
3

금액
474
510
621
852
1,154
1,423
1,765
2,175
2,561

교역액
세계순위
7
6
5
4
3
3
3
3
3

금액
249
267
326
438
594
762
967
1,219
1,429

수출액
세계순위
7
6
5
4
3
3
3
2
2

자료: World Bank; WTO.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
핑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지상주의’ 무역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
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피소건수는 WTO 가입 이전에는 연평균 37건 수준이었으
나, WTO 가입 이후에는 연평균 52건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출품들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만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개 국가(지역)가 취한 각종
무역구제조사 조치가 60건에 이르며 관련 금액이 82억 6,700만 달러에 달한 것으
로 나타났다.5) 중국은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로, 피
소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WTO 반덤핑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
체 반덤핑 피소건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대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1-6 참고).

5) 经济参考报(2009. 7. 15), 재인용: 여지나 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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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중국 반덤핑 피소건수와 비중(2000~08년)

자료: WTO Anti-dumping statistics.

한편 세계경제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에 의한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의한 반덤핑 조사 개시는
2002~05년까지는 활발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서 2008년부터는 다시 증
가추세에 있다. 중국이 2008년 WTO에 보고한 반덤핑 조치 현황6)에 따르면 2008
년 상반기에 중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건수는 3건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4건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들어서도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중국이 반덤
핑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3개 제품에 대해 8건으로 2008년 상반기 3건보다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의 무역분쟁은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 양상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6) WTO 회원국은
16.4 OF THE
제출하도록 되어
료를 제시하여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SEMI-ANNUAL REPORT UNDER ARTICLE
AGREEMENT”(본 글에서는 ｢WTO 중국 반덤핑 반년간 보고서｣로 지칭함)를
있으며, 이 보고서에는 제출국의 반덤핑 관련 조사 개시, 조치 현황과 관련된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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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서비스무역의 발전
중국은 서비스교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WTO 가입 이후 국
내 서비스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수출 및 수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교역 규모는 2001년 719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3,044억 달
러로 연평균 22.9%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 수출
액은 329억 달러에서 1,464억 달러(연평균 22.9% 증가)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수입액도 390억 달러에서 1,580억 달러(연평균 22.1% 증가)로 증가하였다.
[표 21-2]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 수출이 세계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보면 1997년 1.9%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에는 3.9%로 증가했다. 서비스 수입
표 21-2. 중국의 대세계 서비스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액
245(1.9)
239(1.8)
262(1.9)
301(2.0)
329(2.2)
394(2.4)
464(2.5)
621(2.8)
739(3.0)
914(3.3)
1,217(3.7)
1,464(3.9)

증가율
19.1
-2.6
9.6
15.2
9.1
19.7
17.8
33.8
19.1
23.7
33.0
20.0

수입액
277(2.1)
265(2.0)
310(2.2)
359(2.4)
390(2.6)
461(2.9)
549(3.0)
716(3.3)
832(3.5)
1,003(3.8)
1,293(4.2)
1,580(4.5)

주: ( ) 안은 세계 서비스 수출ㆍ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7) 여지나 외(2009).

증가율
23.9
-4.5
17.0
15.8
8.9
18.1
19.0
30.5
16.2
20.6
29.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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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1997년 2.1%에서 2008년에는 4.5%로 불과 10여 년 사이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중국의 서비스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가.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는 선진국들과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
한 수출 억제, 자원난 및 환경오염 대책 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 산업정책 변화
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무역관리 제도 및 정책을 글로벌 표준
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커지면서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
국 역시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약속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리제도와 정책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 무역관리의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가 추진되
고 있으며, 국내산업과 대외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운 대외무역관리체제는 이전의 관리체제와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우선, 무역관련 제도와 법규의 운영에 있어 국제적인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투명
성(transparency)이 대폭 제고되고, 내ㆍ외자기업 간의 차별조치(discrimination)가
대폭 해소되고 있다. WTO 가입의정서의 제2조에서는 ① WTO 협정에 속하거나
WTO협정에 영향을 주는 법(law), 규칙(regulation), 기타 조치(measurement)에
대한 일관성 유지, ② 중국 내 여러 지역과 특수경제구(변경무역구, 민족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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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등)에서의 WTO 가입의정서 준수, ③ 모
든 행정행위에 대한 WTO의 사법심사제도(judicial review) 도입 ④ 법규와 제도
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중국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
는 과정에서 무역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제도 운영면의 통일성이 제고되면서 무역
관리제도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국내산업과 대외무역 간의 조화로
운 발전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11차5계년 계획(2006~10년)에
서 새롭게 제시된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하여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융합발전
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국제기구의 가입과 주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통해 무역관리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FTA 추진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의 가입과 자유무역협정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관리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나. 주요 무역관련 제도 변화
1) 가공무역정책 변화
중국의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공무역에 의한 저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수출 급증에 따른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공무
역 방식에 의한 무역구조가 중국산 브랜드의 육성을 저해하고, 중국기업이 외국기
업의 단순한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러한 폐단을 정리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그림
21-1 참고) 저부가가치ㆍ환경오염형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연
이어 발표하고 있다. 규제의 형태에 있어서는 자원보호(광산물, 비철금속, 목재류)
또는 환경보호 차원(화학제품)에서 가공무역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통상마찰

104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의 예방 차원(섬유와 의류, 일부 철강제품 등)에서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
하고 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의 경우, 일반무역(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방식에
의한 수입만을 허용하고, 제한류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이 허용되지만 가공무
역 보증금 예치를 강화하였다.
단, 2008년 10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감소세
로 전환되자, 중국정부는 기존에 강화해오던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완화하
여 에너지 소모가 적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제품의 가공무역을 허용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2009년 6월에는 30개 품목이 축소된 2009년판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발표하였다(표 21-3 참고).
표 21-3. 중국의 주요 가공무역 제한조치
발표시기

내

용

2005. 5

철광석, 선철, 폐강, 강정(鋼錠), 희토원광, 인광석 등 29개 품목 금지

2006. 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600여 개 품목

2006. 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804개 품목

2007. 4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1,140개 품목

2008. 4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1,816개 품목

2009. 6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발표, 총 1,786개 품목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정리.

2) 수출증치세 환급정책 변화
중국은 수출입 관련 제세금이 대외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중국
은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관세 이외에도 수출에 대한 환급제도와 수출
8) 중국의 수출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금액은 중국 전체 세수총액의 19%에 달하고 있으며, 1
위안의 일반무역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국의 세수는 0.4~0.5위안이 증가한다. 중국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세금은 관세, 여행물품과 우편물에 대한 수입세, 그리고 수입을 조절할 목
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증치세와 소비세가 있으며, 수출을 조절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수출
세가 있다. 邱曉華(200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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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을 이용하고 있다. 수출환급(出口退稅, tax rebate)제도는 수출품에 대해 매입
단계의 각종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1985년에 도입되었으며, 1994년 부가가
치세(增値稅) 도입 이후 수출에 대해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
짐으로써 중국의 수출을 확대시켜왔다.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국정부는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수출이 부진할 경우에는 환급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을 조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왔다. 1998년부터 2003년 말까지 중국정부는 환급률을 점
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도 높아졌다.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보류하고 수
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수출 둔화에 대처하였다. 1998년 1
월에는 평균 환급률을 종전의 9%에서 11%로 인상하였으며, 1999년 7월에는 의류
등 일부 상품에 대해 100% 환급을 실시하고, 2000년에는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
2002년에는 면화, 쌀, 밀, 옥수수의 수출에 대해 ‘0%’ 부가가치세율 적용하는 등 대
부분의 상품에 대해 ‘0’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평균 환급률이 15.6%에 달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환급에 따른 재정적인 부
담9)이 가증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증대에 따른 중ㆍ미 간의 마찰이 확대되면서 환
급률을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수
출화물 환급률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환급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2004년 1월에는 환급률이 17%와 15%이었던 품목을 13%로, 13%인 품목은 11%
로 인하하고, 원재료성 물품의 환급률은 5~8%로 인하하였으며, 국내의 부족한 자
원 등에 대해서는 수출환급을 폐지함으로써 평균 환급률을 종전의 15.11%에서
9) 200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환급액이 2,477억 위안에서 2003년 말에는 3,400억 위안으로 증
가하였다. 謝麗芬ᆞ譚晶(2005), pp. 160-1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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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로 인하하였다. 동시에 조속한 환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앙의 환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75:251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수출에 대한 환급률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함과 동시에 일부 하이테크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이후부터는 과도한 수출로 인해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중ㆍ미 간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취
소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류의 수출을 통제하고, 무역흑자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비효율ㆍ과당경쟁 업종을 도태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
키기 위한 거시경제 조정 차원에서 수출환급률을 조정하고 있다.11) 2006년 1월 1
일 알루미늄 일부 품목, 원피 등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고, 일부 비철금속과 농
약 등에 대한 수출환급률을 5%로 인하하였다. 2006년 9월 15일에는 수출에 대한
환급률을 취소(191개 품목) 또는 인하(1,130개 품목)하는 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일부 하이테크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255개 품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섬
유, 가구, 피혁제품 등 수출의 견인역을 하는 노동집약형 품목이 증치세 인하대상
에 포함된 반면, IT기기,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치세 환급률을 인
상함으로써, 종래의 노동집약형 수출 위주에서 기술집약형 수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2006년 11월
1일부터는 110개 수출품에 대해 잠정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의 수출세율

10) 2005년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수출환급 부담비율을 92.5:7.5로 조정하였다. 신화사(2006. 3.
22).
11) 동시에 중국정부는 국내 자원의 보호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출자율규제 차원
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원자재 및 자원가격 상
승에 따라 국내 자원, 에너지의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내수판매를 우선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 11월 1일부로 광산물, 에너지 제품, 비철금속제품,
합금강, 선철, 강편 등 110개 수출품에 대해 5~15%의 잠정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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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향 조정 하였다. 그 외, 자원류 상품과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수출규제를 위
해 광산물, 에너지 제품, 비철금속제품, 합금강, 선철, 강판 등에 5~15%의 수출관
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는 80여 종의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5~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단,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중국의 수출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2008년 8월부
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이미 7차례에 걸쳐 수출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데
이어, 2009년 8월 4일에 개최된 국무원상무위원회의에서 금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수출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 수
출의 27.9%에 해당하는 3,770개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의 기조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되고
‘산업구조 고도화’, ‘자체 생산능력 향상’,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등이 발전전
략의 주요 목표임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정부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은 임
시적인 조치로 보인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과 친환경ㆍ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주요국
의 경기회복과 함께 중국의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들게 되면, 기존의 수출 규제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FTA 정책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중국은 2003년 이래,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적극적으로 FTA 추진
정책을 실시해왔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 및 지역과 12개의 FTA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2007년 총 대외
무역액의 1/4을 차지한다.12)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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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서는 “대외개방 폭과 심도를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유무역구전략(实施自由贸易区战略)을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대외개
방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와는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
이며, 2008년 10월 현재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호주, 아이슬란드, 페루, 노르웨이 및 걸프협력협의회(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 지역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
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브라질과는 타당성 공동연구 또는 진행 고려 단계에 있다
(표 21-4 참고).
표 21-4.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국가

1단계

한국, 인도, 브라질

2단계

호주, 걸프협력협의회,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
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뉴질
랜드, 싱가포르, 페루

주: 1단계 - FTA 타당성 공동연구 및 고려단계.
2단계 - 협상 전개 혹은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 - 체결 완료 및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
자료: 이장규 외(2006), p. 31을 보충함.

12)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08. 9. 18), ｢党的十七大提出实施自由贸易区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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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전략
중국의 FTA 체결대상국 선정요인은 크게 외교ㆍ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
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① 해외 에너지ㆍ원자재 확보, ②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시
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등), ③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승인
유도, ④ 산업경쟁력 제고, ⑤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⑥ 서부대개발 및 동북
진흥의 촉진, ⑦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⑧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꼽
을 수 있다. 한편 외교ㆍ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지
역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표 21-5 참고).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13)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2005)14)의 관련
문헌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역)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 있어서는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
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이며,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표 21-5. 중국 기체결 FTA의 주요 체결동기
기체결 FTA

체결동기

중ᆞASEAN FTA

지역 내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지역주의 형성 촉진
서부지역 개발 진흥,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ᆞ뉴질랜드 FTA

시장경제지위(MES) 승인 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등

중ᆞ파키스탄 FTA

에너지와 자원 확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와 대미 견제 및
차별화

중ᆞ칠레 FTA
중ᆞ싱가포르 FTA

자원(특히 광물과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서 남미 교두보 확보
화교와의 연계 강화, 지역 리더십 강화

자료: 이장규 외(2008)에서 재인용.

13) 國務院發展硏究中心課題組(2005), pp. 2-9.
14) 于培偉(2005), p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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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는 에너지ㆍ자원 확보,
시장 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
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중국은 FTA 체결 시 상품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은
향후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
해왔다. 보통 상품협상을 체결하여 발효한 후 1~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서비
스협상을 체결하였다. 중ㆍASEAN FTA의 경우 2005년 7월 상품협상이 발효되었
고, 서비스협상이 발효된 것은 2007년 1월이었다. 중ㆍ칠레 FTA의 경우는 상품협
상이 2006년 7월 발효되었고, 2008년 4월에 서비스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처럼 단
계적인 협상 방식을 취한 이유는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려고 할 경우, 협상에 소
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서비스나 투자 부문 등
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증가하고 축적되면서 중국은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FTA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전
략을 전환하고 있다. 2008년 들어 중국이 체결한 중ㆍ뉴질랜드, 중ㆍ싱가포르
FTA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MRA 등을 최초 FTA 체결 시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FTA 협상에서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시 서비
스 및 투자, 기타 이슈들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15)
주요국의 대중 통상정책 부분은 미국ㆍEU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경제에
15) 무역투자연구원(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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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과 비슷한 교역규모를 가진 캐나다, 그리고 호주ㆍ스위스 등 캐나다와 비슷
한 대중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표 21-6]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각국의 대세계 교역비중에서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한국(19.5%)과
비슷한 국가는 일본(17.4%), 호주(15%), 미국(12.3%) 등을 들 수 있다.
표 21-6. 한국 및 주요국의 대중국 교역 현황 비교(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한국

미국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세계
중국
비중

교역
862,038
168,319
19.5
3,466,210
427,776
12.3
12,015,216
475,401
4.0
905,619
53,788
5.9
396,804
59,503
15.0
383,067
10,291
2.7
1,544,952
268,665
17.4

수출
426,763
91,389
21.4
1,300,190
71,457
5.5
5,886,415
113,094
1.9
456,542
9,925
2.2
185,693
27,068
14.6
200,065
5,679
2.8
783,149
125,039
16.0

수입
435,275
76,930
17.7
2,166,020
356,319
16.5
6,128,801
362,307
5.9
449,077
43,863
9.8
211,111
32,435
15.4
183,002
4,612
2.5
761,803
143,626
18.9

무역수지
-8,512
14,459
-865,830
-284,862
-242,386
-249,213
7,465
-33,938
-25,418
-5,367
17,063
1,067
21,346
-18,587
-

주: 1) EU통계는 Eurostat의 유로화 기준 금액을 2008년 평균 환율인 1유로=1.47070 달러로 환산한
것임.
2) 비중은 각국의 대세계 교역에서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IMF; EU 통계는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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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중 통상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은 다자간 무역체제(WTO)를 통한 대
중 통상정책의 구현 및 국가별 경제대화채널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두 가지 점
을 들 수 있다.16) 첫째, WTO를 통해 중국의 시장개방 지속 및 세계경제에 통합시
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관세인하는 물론 시장투명성 제
고, 산업정책, 통상(무역) 분쟁해결 등 거의 모든 통상정책 분야에서 WTO 가입
당시 약속한 이행 의무 조항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가별로 대중 통상정책 전개를 위한 경제대화채널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경제전략회담(SED)이나 미ㆍ중 합동통
상위원회(JCCT)를 통해서 시장경제지위(MES) 인정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EU 또한 고위통상경제대화기구(HLTED: High
Level Trade and Economic Dialogue Mechanism)나 중ㆍEU 합동경제무역위원
회(EU-China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ttee)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이슈,
특히 EU 기업에 대한 중국시장 접근 기회의 제공, 법ㆍ제도 측면의 글로벌 스탠
더드 준수 문제 등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

1) 미국ᆞEU의 대중 통상정책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 무역적자폭의 지속적인 확대, 위안화 환율
조작, 지재권 침해, 불법 보조금 지급, 내국민대우 및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
규제 등 양국 통상관계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
의 국제통상 규범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준수(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모
니터링,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통상법 집행의 강화(Enforcement of
U.S. Trade Law) 등을 대중 통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미ㆍ중 전략경제회담’

16) 무역투자연구원(2009),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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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U 내에서도 WTO 가입을 계기로 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성장한 새로운
중국에 대한 무역ㆍ투자 부문에서의 경쟁 및 협력 관계를 재정비 중이다. EU는 중
국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통
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U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WTO협정 준수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표 21-7. 주요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국가

미국ᆞEU

대중 통상정책
유형

대중 통상정책의 특징

적극적 정책

- 환율, 지적재산권, 산업ᆞ통상정책 등 분야에서 쌍무적 통
상압력을 구사
- WTO 를 활용한 다자간 접근
- 통상부처간 정기적인 대화채널 활용, 고위급 전략대화기
구 설치

- WTO 틀 안에서 통상정책 구사, 양자간 통상압력은 자제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 중국과 FTA 추진
중(호주, 스위스)
호주ᆞ스위스ᆞ
협조유도형 정책
- 양국간 기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른 정기적인 대화채널 구축
캐나다
- 인권문제 등 비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자
제(캐나다 제외)
일본

소극적 관망형
정책

- 민간차원의 통상ᆞ투자 활동에 의존
- WTO 를 활용한 대중국 통상정책을 구사

자료: 무역투자연구원(2009), pp. 205-208의 내용에서 필자 정리.

미국ㆍEU의 대중 통상정책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ㆍ
EU는 자국의 시장규모가 커서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통상정책 구상이 가능한 외
교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 환율, 지적재산권, 산업ㆍ통상정책 등의 분야에서 쌍무
적 통상압력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미국ㆍEU는 WTO를 활용한 다자간 접근을
대중통상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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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WTO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WTO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 제소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셋째, 미국ㆍEU는 양국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부처간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고위급 전략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해왔다
(표 21-7 참고).
2) 호주ᆞ스위스ᆞ캐나다의 대중 통상정책
호주ㆍ스위스ㆍ캐나다는 위에서 제시한 미국ㆍEUㆍ일본과 같은 정책수단이나
영향력은 약하나, 중국시장의 유망성에 주목하여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리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협조유도형 정책을 구사하고 있
다(표 21-8 참고). 캐나다의 경우, 교역규모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라는 점에서, 그
리고 호주 및 스위스의 경우는 교역규모가 한국보다는 작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
하여 비교적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로서, 이들 국가의 대중 통상정책 대응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캐나다는 고부가가치, 에너지, 천연자원, 서비스산업, 항공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목적지
체류허가권(ADS: Approved Destination Status)의 실행시기 및 세부원칙협상과
해외투자보호 및 촉진협정(FIPA: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을 진행 중이다. 또한 중국시장 확대전략의 방편으로 무역대표부를 확
대하고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중
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호주는 2005년 중국과의 FTA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2007년 11월 개최된 10차
협상에서 농산물분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시장접근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
을 겪어 협상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재개되었다. 스위스의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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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실무자 교류를 기반으로 한다. 특히 스위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북경
대사관에 ‘스위스 비즈니스 허브’를 설립하고, 광저우에 그 지점을 설립하였다. 스
위스는 중국을 아시아 수출의 주요 판로이자 스위스의 첨단기술과 사치품 및 관광
산업의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평가하고 관세인하, 투자촉진,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양국은 투자촉진을 위한 공동 실무자 그룹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상 세 국가의 대중국 통상정책 특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
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 미국ㆍEU와 같이 쌍무적 통상압력 등과 같은 정책수단 구
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특별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
지 못하므로 WTO의 틀 안에서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양자간 통상압력은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시장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의 시장경제지
위(MES)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FTA를 추진 중(호주, 스위스)이다. 셋째, 양자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국간에 기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라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다. 넷째, 인권문제 등 비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서는 입장표명을 자제(캐나다는 예외)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이 양자간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
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할 수 있다.
3) 일본의 대중 통상정책
일본은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방문 이후 양국간의 외교관계 회복이
향후 통상관계의 심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중 통상정책
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 중이다. 일본은 관망형의 소극적 대중정책
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양국은 전반적으로 민간차원의 통상ㆍ투자ㆍ활동에 의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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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일본정부는 중국이 시장경제제도의 이행에 관해서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는 점을 지적해 왔으며, 일관성 있는 제도와 통상정책의 시행이 어렵다는 관점 하
에 WTO를 활용한 대중국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3. 한ㆍ중 무역현황의 특징
가. 한ㆍ중 상품무역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교역 현황
한ㆍ중 간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683억 달러로 그 규
모가 약 26배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여 1992년 3.5%에 불과하던 대중국 수출비중이 2005년 이래
20%대의 높은 수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2.7억 달러를 정점으로 3년 연속 감
소하였으나 2009년 10월 현재 25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표
21-8 참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출의 감소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큰 데 기인하
고 있다. 2009년 10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694
억 달러, 수입은 34.8% 감소한 439억 달러로 각각 한국 전체 수출과 수입의
23.6%, 1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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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한ᆞ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체수출
대중수출
전체수입

연도

1992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액

766.3 1,722.7 2,538.5 2,844.2 3,254.7 3,714.9 4,220.1

2009년
1~10월
2,940.4

증가율

6.6

19.9

31.0

12.0

14.4

14.1

13.6

-19.7

금액

26.5

184.6

497.6

619.2

694.6

819.9

913.9

694.3

증가율

164.7

34.9

41.7

24.4

12.2

18.0

11.5

-14.7

금액

817.8 1,604.8 2,244.6 2,612.4 3,093.8 3,568.5 4,352.8

2,602.7

증가율

0.3

34.0

25.5

16.4

18.4

15.3

22.0

-31.5

금액

37.3

128.0

295.9

386.5

485.6

630.3

769.3

439.2

증가율

8.3

44.3

35.0

30.6

25.6

29.8

22.1

-34.8

전체수지

금액

-51.4

117.9

293.8

231.8

160.8

146.4

-132.7

337.8

대중수지

금액

-10.7

56.6

201.8

232.7

209.0

189.6

144.6

255.1

대중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무역통계.

2) 한ᆞ중 교역구조의 특징
가) 중간재 중심의 교역구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모두 중간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9]에 분류된 바와 같이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류 등 자본재의 대중국 수
출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8년에는 18.5%를 기록한 반면, 최종소비재의
비중은 2008년 2.9%로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
입비중도 지속 상승하여 2008년에는 63.6%에 달하고 있다. 일차상품의 수입 비중
은 한ㆍ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의 37.1%에서 2008년에는 6.0%로 대폭 감소하
였으며, 소비재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은 2004
년 이래 18%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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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단위: %)

대중국 수출
일차상품

중간재

1992

0.5

1995

대중국 수입
최종재

일차상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88.7

7.3

3.5

37.1

0.5

80.0

12.6

6.5

1998

0.3

85.0

9.3

2000

0.4

84.9

2001

0.4

2002
2003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50.3

2.6

10.0

14.1

64.3

4.0

17.4

5.5

20.3

52.4

11.6

15.6

9.9

4.8

16.1

50.3

13.7

19.8

83.4

11.1

5.1

12.9

48.9

14.5

23.6

0.5

76.1

18.5

4.9

12.6

48.2

14.9

24.3

0.5

76.5

18.6

4.4

12.5

48.0

16.9

22.5

2004

0.6

79.7

16.2

3.5

9.1

52.8

18.4

19.8

2005

0.6

82.0

14.0

3.3

9.4

54.7

18.5

17.3

2006

0.7

79.3

16.7

3.3

6.3

57.4

18.7

17.5

2007

0.8

76.8

19.4

2.9

6.3

59.8

18.7

15.2

2008

0.9

77.8

18.5

2.9

6.0

63.6

18.3

12.1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한국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정리.

200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부품 및 부분품(전년대비 7.8% 증가), 산업용
원자재(동 9.7% 증가), 자본재(동 6.0% 증가)의 수출은 부진했던 반면, 연료 및 윤
활유의 대중국 수출은 유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6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대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는 산업용 원자재
(34.1%)와 연료 및 윤활유(44.1%)의 증가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의 수입이 전년대비 20.4% 증가하였다(표 21-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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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0.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입
(단위: 억 달러)

대중국 수출
가공단계

구성(2008년, %)

대중국 수입

2007

2008

증가율
(%)

2007

2008

증가율
(%)

수출

수입

전체

819.9

913.9

11.5

630.3

769.3

22.1

100

100

일차상품

6.8

8

18.5

39

45.9

17.8

0.9

6

629.8

710.9

12.9

379.5

489.4

29.0

77.8

63.6

중 부품 및 부분품
간
재 산업용 원자재

291.5

314.3

7.8

134

159.4

19.0

34.4

20.7

291

319.2

9.7

237.5

318.4

34.1

34.9

41.4

연료 및 윤활유

47.2

77.5

64.0

8.1

11.6

44.1

8.5

1.5

소 계

183.2

194.9

6.4

211.6

233.7

10.5

21.3

30.4

내구 소비재

16.4

17.4

6.4

64.1

62.4

-2.7

1.9

8.1

비내구 소비재

3.9

4.4

13.6

10.7

11.4

7.5

0.5

1.5

음식료품

3.8

4.3

13.0

20.1

19.3

-4

0.5

2.5

자본재

159.2

168.8

6.0

116.8

140.6

20.4

18.5

18.3

소 계

최
종
재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나)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구조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약 1/2
(48.9%)17)정도가 중국 현지 한국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상당부분이 현지 한국투자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며, 이는 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생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해관통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 내 외자기

17) 양평섭 외(2007)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의 단위투자당 대중국 수출유발 효과는 0.97이며
이를 토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액을 산출(수출유발계수 * 한국의 대
중국투자 실행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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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의한 수입비중이 2008년 54.8%, 2009년 10월까지는 60.8%에 달하고 있어
한국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외국기업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해외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참고).
그림 21-7. 중국의 수입에서 외자기업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CEIC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단, 중국 현지 한국투자기업에 의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유발 비중인 48.9%는
과거 한국무역협회(2003)나 수출입은행(2006)에서 연구되었던 결과보다 다소 낮은
비중인데, 이는 중국 소재 한국기업의 중간재 조달의 현지화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

18) 한국무역협회에서 2003년 추정했던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유발효과
는 1.19였으며, 2005년 수출입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유발효과가 2.084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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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비중이 높은 구조
한ㆍ중 간 교역관계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현지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조달한 부품ㆍ소재를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한 후 해외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21-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8년 한국
의 대중국 수출 중 54.3%가 중국 내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그 비중이 26.7%, 44.2%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
해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는 한국기업이 중국 소비시장
에 진출하거나 현지 한국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 부품ㆍ소재를 공급하는 등 중국을
최종시장으로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11.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중국의 수입 증가율
중국수입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가공무역 비중(%)

38.6

26.7

44.2

54.3

68.4

2004

36.0

31.9

27.2

44.3

31.2

2005

17.6

8.9

6.4

23.4

15.3

2006

19.9

21.8

15.2

16.8

16.6

2007

20.8

17.2

15.8

15.6

16.0

2008

18.5

17.4

12.5

8.1

2.3

-2.3

0.2

-3.3

-7.5

-13.7

중국
수입
증가율

변화율(2007→08, % 포인트)

주: 가공무역 비중=가공무역수입/상대국으로부터의 총수입, 2008년 1~11월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나.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현황 및 특징
1) 한ᆞ중 간 서비스교역 추이
2008년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 규모는 225.5억 달러로 상품교역의 약 13.4%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서비스교역 규모와 비교 했을때 약 8.9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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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양국간의 서비스교역이 연평균 24.4%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1998~2008년 기간 중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및 수입 역시 각각 연
평균 26.8% 및 22% 증가하였다. 2008년 서비스 수출 및 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
은 각각 36.7%, 및 14.8%로 수출이 대폭 증가세인 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지속 둔
화되어, 2007년에 대중국 서비스무역 수지가 2,290만 달러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2008년에는 흑자가 전년대비 19억 6,780만 달러나 증가하였다(표 21-12 참고).
표 21-12. 한ᆞ중 간 서비스교역 추이(1998~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서비스수입

서비스수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1998

5,885

-262.3

1,140

-

1,402

-

1999

5,022

-260.6

1,579

38.5

1,839

31.2

2000

5,925

-359.1

1,948

23.4

2,307

25.4

2001

4,837

-278.3

2,154

10.6

2,433

5.4

2002

7,035

-999.3

2,514

16.7

3,514

44.4

2003

14,063

-123.8

3,638

44.7

3,762

7.1

2004

21,199

68.4

5,028

38.2

4,959

31.8

2005

25,411

-677.7

5,725

13.9

6,402

29.1

2006

23,715

-852.3

6,725

17.5

7,577

18.4

2007

22,815

22.9

8,974

33.4

8,952

18.1

2008

19,792

1,991

12,269

36.7

10,278

14.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주: 서비스수입은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로, 서비스수출은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으로 간주.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2) 한ᆞ중 간 서비스 업종별 교역 현황 및 특징
한ㆍ중 간 서비스교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운수,
여행업이다. 특히 운수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8년 59.7%에서 2008년 68.7%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행업의 경우는 2008년 비중이 10.8% 정도로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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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특허권사용료와 사업서비스 부문의 수출도
각각 8.7%, 9.5%를 기록하고 있다(표 21-13 참고).
표 21-13.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출비중
(단위: %)

연도

운수

여행

통신

보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9.7
54.1
56.8
56.0
58.8
66.3
69.5
71.5
66.6
68.0
68.7

25.0
26.2
23.4
33.3
31.8
20.1
14.8
13.7
14.2
13.1
10.8

2.5
1.0
0.8
0.9
0.7
0.8
0.6
0.7
0.6
0.5
0.7

0.3
0.6
0.9
0.7
0.7
0.4
0.5
0.3
0.2
0.3
0.2

특허권 등
사용료
5.1
14.1
14.1
3.1
3.2
7.6
9.0
8.7
11.1
5.2
8.7

사업

정부

7.3
3.4
3.8
5.7
4.5
4.5
5.3
4.8
6.5
11.8
9.5

0.1
0.5
0.2
0.3
0.3
0.2
0.2
0.2
0.3
0.3
0.3

기타
서비스
0.0
0.1
0.1
0.1
0.1
0.1
0.1
0.3
0.4
0.8
1.0

주: 중국에 대한 전체 서비스업 수출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은 운수, 여행, 사업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중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에서 운수서비
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로 1998년에 비해 19.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사업
서비스 부문의 수입 비중도 43.5%로 전년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단, 여행서
비스의 경우 2007년 7.2%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008년에도 전년대비 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한 기업인의 이동
감소, 유학생 이동 감소, 원/위안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국으로의 여행이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60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표 21-14.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업종별 수입비중
(단위: %)

연도

운수

1998
14.9
1999
16.7
2000
16.0
2001
17.0
2002
15.7
2003
20.4
2004
24.0
2005
26.1
2006
25.7
2007
30.7
2008
34.1
주: 중국에 대한

특허권 등
사업
사용료
34.9
11.2
0.1
0.1
37.6
47.4
6.9
0.0
0.2
27.8
50.2
4.8
0.2
0.3
27.6
44.9
4.3
0.3
0.3
32.1
51.6
2.0
0.3
0.2
29.3
41.8
2.0
0.1
0.3
34.3
35.5
1.2
0.1
0.8
37.2
36.5
1.1
0.1
0.4
34.0
35.5
1.2
0.0
0.1
35.0
28.3
1.0
0.1
0.2
37.0
19.3
1.4
-0.3
0.1
43.5
전체 서비스업 수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여행

통신

보험

정부

기타 서비스

1.1
0.9
0.7
0.7
0.7
0.6
0.7
1.2
1.3
1.2
1.0

0.1
0.1
0.4
0.3
0.3
0.4
0.5
0.5
1.3
1.5
1.0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2007년 전까지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교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운수,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기록해왔다(그림 21-8 참고).
2008년 기준으로 운수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서비스 및 보험 서비스는 각각 49.2
억 달러, 10.6억 달러, 5,040만 달러의 흑자인데 이 흑자규모가 대중국 상품무역수
지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9%, 5.3%, 0.3%이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적
자 업종으로 여행과 사업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08년 여행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부문에서의 적자는 각각 6.5억 달러 및 33억 달러에 달한다. 2007년부터 대중국
서비스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운수서비스 수지 흑자의 꾸준한 증
가와 여행수지 적자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다. 그 외, 2008년에는 서비스 수지 흑자
가 전년대비 19억 6,810만 달러 증가한 197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운수부문에서의 흑자가 전년대비 46.8% 증가, 여행서비스 적자의 52.3% 감소 외
에 특허권사용료 부문에서의 흑자가 전년대비 133.4%나 증가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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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지

자료: 한국은행, 지역별 경상수지 통계.

다. 한ㆍ중 무역마찰 현황
2009년 11월 말 현재 한국은 총 20개국19)으로부터 94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
받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치를 취
하고 있는 국가이다(표 21-15 참고).

19)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20개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EU, 러시
아, 우크라이나, 호주, 바레인, 터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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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주요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조치
국가

인도

중국

건수

23(1)

20(1)

비중

24.5

미국 터키

파키
스탄

EU

남아프리카
공화국

11

6

6(3)

5(1)

3

21.3 11.7

6.4

6.4

5.3

3.2

말레
총계
기타
이시아
(20개국)

3

17

94(8)

3.2 18.1

100.0

주: 1) 기타는 한국에 대해 1~2건을 기록한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이집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바레인 등 12개국임.
2) ( ) 안은 조사 중인 건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ㆍ수입 규제 사이트.

[표 21-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받은 품
목은 화학공업제품으로 전체 품목의 80%에 해당되는 16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 철강ㆍ금속, 전기전자, 섬유류 등에서 각각 1건의 조치를 받고 있다.

표 21-16. 중국의 대(對)한국 품목별 반덤핑 조치 현황
구분

철강/금속

전기전자

화학공업

섬유류

기타

총계

건수(건)

1

1

16 (1)

1

1

20 (1)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ㆍ수입 규제 사이트.

1997년부터 2009년 11월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산 ‘신문용지’ 등 32건의 반덤
핑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 ‘아세톤’ 등 20개 품목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 중이며,
‘테레프탈산’ 등 2개 품목을 조사 중 이다. 중국으로부터 규제받고 있는 20개 품목
의 2008년 수출실적은 43.8억 달러로서 2008년 전체 대중국 수출의 5.6%를 차지
한다. 한편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등 19건의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등 13건에 대해 관세를 부과중
이다.20)
20) 지식경제부(2009),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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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제품은 양국간의 반덤핑조치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인데 석유화
학제품(MTI 21기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으로 전체 대중 수출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합성수지, 석화 합섬원료, 석화 중간원료가 각각
6.6%, 3.5%, 2.5%로서 중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조사 실시 또는 조치가 주로 취
해지고 있는 분야이다(표 21-17 참고).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과 동시에 공급과잉이 심한 분야로서 향후에도 이러한 무역규제조
치의 실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표 21-17.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08
품목코드

2009(1~11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대중 수출

91,389

11.5

77,614

-10.4

211

기초유분

1,936

-1.4

1,509

-17

1.9

212

석유화학중간원료

2,838

0.4

1,941

-28.9

2.5

213

석유화학합섬원료

3,381

14.3

2,702

-15.1

3.5

214

합성수지

5,333

16.9

5,144

2.6

6.6

215

합성고무

502

12.2

502

3.1

0.6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918

-24

905

6.6

1.2

14,908

-

12,703

-

16.4

석유화학제품 MTI
21(211~219의 합계)

비중

주: 품목코드는 MTI 3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한편 한ㆍ중 양국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주
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수출
입 공평무역국이 제10차 한ㆍ중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21)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21) 2009년 11월 10~11일 중국 난닝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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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및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세계경기침체 이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 2위 반덤핑
피소국인 중국(677건)과 한국(252건)은 보호무역주의의 자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같이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조체제 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표 21-18 참고).
표 21-18. 주요국의 반덤핑 피소 추이
(단위: 건)

순위

국가

합계

1995

1999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1

중국

677

20

42

44

52

55

72

61

73

2

한국

252

14

34

22

17

12

11

13

9

3

미국

189

12

14

12

21

12

11

7

8

4

대만

187

4

22

15

13

13

12

6

10

5

인도네시아

145

7

20

13

8

14

9

5

10

6

일본

144

5

22

9

16

7

11

4

3

7

태국

142

8

19

12

7

13

8

9

13

8

인도

137

3

13

10

14

14

6

4

6

9

러시아

109

2

17

12

2

3

4

6

2

10

브라질

97

8

13

9

3

4

7

2

3

11

말레이시아

90

2

7

9

8

14

6

7

9

12

독일

83

7

11

5

3

2

2

4

1

주: 합계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누계임.
자료: WTO Anti-dumping statistics.

4. 정책적 시사점
200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0.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75.5%인 255.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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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은 중간재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및 중국 내 한국계 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중국의 무역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비해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 실시 국가로서
현재 중국의 산업발전 계획 및 양국간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무역마찰이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는 양국의 무역 특징 및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한ㆍ중 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이 무역균형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및 환경보호임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간 산업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 교역 및 투
자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중점 육성산업이자 우리가 상대적으
로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ㆍ정보통신ㆍ물류ㆍ에너지 및 환경보호 산업에서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기업 및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22)
또한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23)의 원인이 최근의 경기적인 영향 외에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어 수출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중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 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국내 산업 육성, 기술인력

22) 2002년 한ᆞ중 간에 10대 협력사업(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전력산업, 중국 자원개발, 고속철
도건설사업, 환경산업, 금융협력, 유통 분야, 북경올림픽 지원,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23) 한ᆞ중 간 무역수지 흑자가 이미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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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등 대중국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양국간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모색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양국간 서비스교역도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표 21-1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수지도 200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9년 말에는 중국 상무부가 ｢서비스무역 중장기발전계획 강요｣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의 서비스무역 발전방향을 설계하고 운송, 관광, 문화, 보험,
건축, 의료 등 30개 중점 발전분야를 제시하고 세부 조치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라
고 한다. 그만큼 중국정부가 고부가가치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는 것이다. 현재 중국 GDP 성장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24)으로 향후 발전 공간이 큰 편이다. 또한 최근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개방 기대 및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이 활
발한 상황으로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해 양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비교 분석
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 한ㆍ중 간 전략적 협력 채널의 확대
앞서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ㆍEU 등 선진국
은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양자간 전략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로서 2008년 12월 11일 한ㆍ중 간 첫 고위급 전략대화가

24)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각각 50%, 70%대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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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것에 이어 이제는 미ㆍ중 간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정기적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회의의 주요 안건도 이제는 군사안보 문제 등 양국 현안과 지역정세, 국
제공동 대처방안 등의 국제사회 및 정치이슈에서 벗어나 ‘경제부문’에서의 정기적
인 의견 교환 및 공동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부문에서 수시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개발 또는 공동연구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협력채널 확
대를 통해 한ㆍ중 간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경험교류, 지식교류, 문
제해결에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정책
[저우추취(走出去)]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자본과 우리기술의 협력으로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이 가능한 분야
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다자간 협력 틀 및 양자간 협력 강화의 다각적인 통상정책 필요
교역규모가 한국과 유사하며 ‘협조유도형’25)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호주ㆍ
스위스ㆍ캐나다의 경우 중국에 대해 특별히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서 WTO 체제 내에서 통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양자간에는 통상압
력은 자제하고 협력을 중점의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간 기체결된 무역협
정에 따른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대중 통상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한ㆍ중 FTA 추
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ㆍ중 간 FTA 논의는 5차 산
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이해

25) [표 2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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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 차이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렴되겠
지만, 그 전에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우리의 입장을 시나리오로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다.
마. 대중 통상 리스크 점검ㆍ지원 강화 및 업계 의견 상시 수렴
민간 차원의 한ㆍ중 교류에 대해 한국정부는 향후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이나 중
국 투자에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것
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이 중간재 중심의 구조인데다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
출에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음(약 50%)을 고려할 때 재중 한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미 KOTRA, 무역협회, 재외공관 등 기관이 현지기업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지 기업인의 의견을 대표하는 한인상회와의 연계를 강화
한다면 지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이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무역구제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의 무역
구제 정보 교류 외에 국제사회에서의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사전에
우리의 입장정리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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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러한 외국
인직접투자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출 확대, 생
산성 제고, 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을 분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및 유관 정책
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즉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다음에서는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
과, 중국정책당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한국의 대중투자 추이, 대중투자
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실적은 대체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치규모,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
치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UN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07년에 세계 전체 외국
인직접투자의 약 4.6%를 유치하여 세계 제5위 투자유치국으로 등장하였고, 홍콩을
포함하면 세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7.8%를 유치하였다. 최근 추세를 보면
개도국이 유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4∼1/3을 중국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개혁ㆍ개방 이후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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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개방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여왔지만, 해외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
는 데에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사실상 중국에서 대외개방정책이란 외국인직접투
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국에서는 ‘인진래’(引進
來)라고 불렀는데, 이는 중국기업이 해외로부터 설비, 기술, 원자재 및 자금을 도입
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최종재를 생산ㆍ수출하는 전략을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특
구 혹은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고 다양한 우대조건을 부여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
려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는데, 중국에서 조성된 각종 개
발구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림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
는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중국에서 결코 유의미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당시에
는 인프라 미비, 투자지역 제한 등으로 투자환경이 전체적으로 낙후된 상태였고 외
그림 22-1.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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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지역이었다. 또한 개혁ㆍ개방 초
창기에는 경제특구 및 연해지역 14개 도시를 개방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중국 전역이 외국투자자에게 개방되었다.
1992년에는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계기로 개방이 확대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중국을 향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급증
세를 나타냈다. 그밖에도 1980년대 말부터 위안화를 평가절하함에 따라 중국 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투자유치지역으로 중국은 더욱 매력적이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일시적으로
하강하였으나 결국 2001년 말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중국을 향한 외
국인직접투자는 재차 활성화되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내국
민대우 실시와 동시에 ‘무역관련투자조치(TRIM)’ 협정의 준수를 약속하였으며, 이
에 따라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외환의 적정수준 유지, 수출실적, 원자
재 현지공급 및 생산계획 신고 등의 제한이 폐지되고, 중국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2002년에는 5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8
년에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은 약 1,08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98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연평균 37%의 높은 성장세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형태를 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
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 부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2004
년 이후 점차 하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2008년에는 하계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약 30% 급증하였
고, 제조업 부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도 평균 증가율보다는 약간 낮지만
22% 상승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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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중국의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농
업
광
업
제조업
비제조업
부동산
리스ᆞ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ᆞ배송
은행ᆞ보험
기 타
총
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899
1,028 1,001 1,114
718
599
924
1,191
811
581
336
538
355
461
489
573
30,907 36,800 36,936 43,017 42,453 40,077 40,865 49,895
14,260 14,334 15,232 15,960 28,880 31,578 41,243 56,654
5,137 5,663 5,236 5,950 5,418 8,230 17,089 18,590
0

0

0

2,824

3,745

4,223

4,019

5,059

0
0
0
740
1,039 1,789 2,677 4,433
909
913
867
1,273 1,812 1,985 2,007 2,851
35
107
232
252 12,301 6,894 9,010 15,900
8,180 7,651 8,897 4,921 4,565 8,458 6,442 9,821
46,878 52,743 53,505 60,630 72,406 72,715 83,521 108,312

자료: CEIC.

이러한 현상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은행, 보험, 유통 등 서비스업 시장을
점차적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밖에도 중국 내 임금 상승 등 제
조업 분야의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비제조업 분야로
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업, 부동산, 도소매업 분
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및 2008년에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8.9% 및 46.1%
로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그림 22-1]은 중국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을 보여 주고 있는
데 1990년대 중반에 6% 수준을 최고조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여도가 점차 감소할 것
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아시아의 다른 국가, 즉 일
본, 한국, 대만은 고도성장기간 동안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1%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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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었고 2%를 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하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의
존도가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 의존도는
상이하며, 예를 들면 1993∼2003년 기간 동안 광동성, 복건성 및 상해시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 11% 및 9% 수준으
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Naughton 2007).
최근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지적할 수 있
는 특이사항의 하나는 주요 국가별 추이이다.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인 미국, 일본, 한국 및 대만 등의 대중투자는 2000년 초반
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2-2. 주요 국가별 대중투자 추이(I)(2000~08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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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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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주요 국가별 대중투자 추이(II)(2000~08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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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반면에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홍콩을 비롯하여,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싱가
포르의 경우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어 앞에서 언급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외국인직접투자의 중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외국자본은 진출국가의 국제화ㆍ시장경제화
를 진전시키고, 국내기업과의 기술제휴 혹은 기술이전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첨단산업의 발전, 수출 확대, 자본형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해당 국
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 있
어서 경제성장, 수출 및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22장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1081

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그림 22-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특
히 1990년대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총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
은 시기였다. 이 비율은 1994년에 약 17%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적으로 낮
아져 최근에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대체로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iu et al.(2002)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이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Whalley
and Xin(2006)은 중국경제를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성이 없는
그림 22-4. 외국인직접투자/총고정자산투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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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국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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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2003년과 2004년에 만약 중국경제에서 외국인직
접투자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3.4%포인트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무려
40%를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2009년을 기준으로 WTO에 가
입한 지 아직 10년이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총액은
5,217억 달러로, 5,216억 달러를 기록한 2위 독일과 격차는 미세하지만 최초로 세
계최대 수출국가로 부상하였다(China Daily, 2009. 8. 26).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본
다면 WTO 체제 출범 이후 최대 수혜국가는 바로 중국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제품이 이처럼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었던 것
은 바로 외국기업의 기술력, 브랜드 파워, 디자인, 그리고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기
업의 유통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은 1986년에
는 중국 총수출 중에서 1.9%를 차지하였는데 10년이 경과한 2006년 기준으로
5,6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 총수출의 약 58.2%를 차지하고 있다.1) 또한 하이
테크 제품 수출 중에서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은 2006년 기준으로 2,479억 달러로
서 전체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 2,815억 달러의 약 88.1%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중
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의 44%가 하이테크 제품임을 의미한다(중국 상
무부 2006).
1) 같은 기간에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폭도 급속히 상승하였는데 적자폭 확대의 주범은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http://www.cfr.org/publication/2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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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전파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미시적 수준에서 중국산업 및 중국기업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일정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진기술, 생산노하우, 경영기법 등의 무형자산이
중국진출 외국기업으로부터 중국기업으로 전파된다면 생산성의 향상, 기술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면 국내기업은 외자계 기업과의 기술제휴 혹은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선진기술의 파급효과가 나타
난다. Chuang and Hsu(2004)가 기업단위의 조사통계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
과,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선진기술이 중국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한편 소위 개혁ㆍ개방 정책 이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정부가 일관
되게 추진하였던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소위 ‘以市場換技術’ 정책 역시 바로 외
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실제로도
중국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以市場換技術’ 정책으로 중
국이 원하는 세계수준의 기술수준을 따라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중국
내에서는 최근 힘을 얻고 있다.2)
라. 부정적 요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외자도입에 의해서 일부 업종에서는 외자계
2)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은종학)에 자세하게 설명되
어 있다. 한편 기술이전 및 생산성 전파에 대한 분석은 총괄적인 분석보다는 사실상 부문별로 상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문별 연구를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정황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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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고, 무질서한 부동산 투자에 의한 난
개발의 문제, 국내에서 지역간 격차, 임금 격차 등이 확대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기술도입의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선 경제성장 단계에서 중
국이 필요한 기초부품ㆍ소재에 관한 기술 및 설비보다는 주로 가공설비 위주의 기
술이 도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기술이 중복적으로 도입되는
사례가 가전제품의 개발사례에서 나타났다. 그밖에도 기계ㆍ설비의 도입과 함께
기술서비스, 컨설팅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플랜트 수
입과 라이센스 생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도입기술의 소화, 흡수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변화
가. 11ㆍ5계획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국내 민간저축이 증가
하여 투자재원이 풍부해지고, 중국내 투자가 과잉되는 양상까지 보임에 따라 해외
투자를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오
면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규모에 비하여 저축예금이 크게 초과하면서 충분히 국
내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표 22-2 참고).
또한 중국정부가 1990년대부터 추진해온 ‘以市場換技術’ 정책은 외자계 기업이
전체 생산과정 중 노동집약적 공정을 중국에 이전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축적되지 못하고 외국기업의 시장장악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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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중국의 저축, 투자총액의 불균형
(단위: 백만 위안)

연도

고정자산투자

저축예금

차액

2002

4,349,991.0

8,691,057.0

4,341,066

2003

5,556,660.6

10,361,731.0

4,805,070

2004

7,047,743.0

11,955,539.0

4,907,796

2005

8,877,361.3

14,105,099.0

5,227,738

2006

10,999,816.2

16,158,730.0

5,158,914

2007

13,732,393.8

17,253,419.0

3,521,025

2008

17,282,840.0

21,788,535.0

4,505,695

자료: CEIC.

기되었다. 또한 중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M&A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민족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자의존구조에서 탈피하여 중국 국내
기업의 자체 기술력 제고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실시된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년)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의 정책 초점을 ‘量的’ 외자유치에서 ‘質的’ 외자유치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투자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출현하였다. 단순 조립가공 생산 분야보다는
첨단디자인, 연구개발 및 현대적 유통분야가 환영받게 되었고, 또한 효율성 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밖에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도 낙
후된 중ㆍ서부지역을 개발함과 동시에 동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균형 발전
과 부합하도록 조정되었다.3)
이전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공하였던 각종 우대조치들이 재검토되
었는데, 우선 중국기업 33%, 외자기업 15~24%이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점차
적으로 통일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외자계 기업과 중국기업에 동일한 세율로 소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상은(2006); 정준규ᆞ김윤희(2007)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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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11ᆞ5 외자이용 규획의 주요 내용
특

징

외자유치의 목표변화

주요 내용

- 자금보다 기술, 노하우, 인재유치 강조
- 양적 외자유치에서 질적 외자유치로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화

-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강조
- 첨단산업과 R&D 센터 육성 강화

외자이용의 다양화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영역 확대
- Greenfield형에서 M&A 방식으로 투자형태 다양화

외자기업 규제강화

- 민감업종 및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감시 강화
- 다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규제

자료: 정준규ㆍ김윤희(2007).

득세를 부과함으로써 ‘2년 면제, 3년 감면’ 해주던 외자계 기업에 대해 제공하였던
법인소득세 인센티브도 폐지하였다.
또한 중국의 세무당국은 주로 해외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수출가공형 기업을 대
상으로 중국 내 외자기업과 본국 모기업 간 내부거래에서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적극 감시하고 있다.4)
그밖에도 2007년 3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07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
록｣에 따르면 중국은 서비스산업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R&D 센터, 하이테크 산
업,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며,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공해발생업종, 저부가가치 산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밖에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외자기업의 역할
을 조립가공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개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4) 한ᆞ중 양국은 금년 11월에 양국간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APA)에 서명하였다. 총 5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관계회사간에 향후 적용할 가격수준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합의하게 되고,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형성될 경우 양국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상하이저널 200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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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2007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주요 내용
특징

주요 내용

국내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신기술산업, 장비제조업, 신재료 제조업’ 등
제조분야와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현대적 물류산업’ 등 서비스 분야
장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순환경제, 청결생산, 재생에너지, 생태환경보호, 자원의 종합적 이용장
려

단순수출 지양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의 장려항목 제외

지역별 균형발전

중서부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우대 확대

전략산업 보호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한 및 금지목록 유지

자료: 정준규ㆍ김윤희(2007).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 변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에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
는 외자 감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이후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
한 상세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어 분석의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발표된
총량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에 중국에 신설된 외자계 기업은 1만 419개이
며 실제 외자이용액은 430.1억 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중국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2009년 9월에 중국 상무부장 천더밍은 첫
째 부분적으로 하급부서로 승인절차를 이관하는 등 투자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자계 기업에게 점진적으로 내국인대우(national treatment)를 부여하며, 둘째 서
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선을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셋째 외자계 기업들
이 첨단기술 및 서비스 아웃소싱 부문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기술개발구를 건설하

1088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고, 넷째 신산업 혹은 신흥산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며, 중국 중서부지역에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5) 그밖에도
천더밍 부장은 자격을 갖춘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허용
하는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에서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외자계 기업이 주식시장에서는 인민폐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을 의미한다.
발표 내용 중에서 진출기업의 내륙 이전이 외자유치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
다.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전은 산업 업
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중서부개발구에는 현지의 자원 우위를 발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외자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반
적으로 중서부 지역은 물류환경이 열악하고 산업 이전의 부대조치가 미흡한데다
행정 및 사업 비용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높아서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산업
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투자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최저임금 기준조정 보류를 들 수 있다.6) 2008년에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는 기업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잠정 보류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기초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동 조치는
기업의 원가 압력,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원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동
조치의 영향으로 2009년에 걸쳐 대략 1년간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
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5) China Business Review, Nov/Dec. 2009, p. 24.
6) 중국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
지 간략히 최근 통계만 인용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법 및 노동중재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노사분규
수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지역별
로는 절강성 160%, 강소성 50%, 광동성 42% 상승하여 중국내 가공수출기지를 중심으로 노사분
규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usiness China,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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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수출 부진으로 기업도산으로 타격이 심각했던
광동성 정부는 기업의 정리해고 통제 및 규범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新
｢노동법가이드｣를 발표하여 20인 이상 해고 시 현지 노동보장부서와 협상을 의무
화하도록 규정하였고, 가급적 기업의 불필요한 감원을 줄이고 노동분쟁을 감소시
켜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2009년 1월 광둥성
정부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09년 1월 대련시 정부 역시 20인 이상 정리해
고 시 사전 신고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통지를 발표하여 정리해고에 대한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감원 수가 20명 이상 혹은 20명 이하이지만 총 인원
의 10% 이상일 경우, 정리해고 방침을 제정하여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상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승급, 즉 고부가가치화나
임금수준 인상을 지향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안정화 조치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고용, 기술 진보, 산업 업그레이드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 유치의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기존의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및 효과
자본 및 기업의 이탈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
동화, 실업, 수출 감소 및 해당 산업의 기반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도 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또한 소득수지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자본유입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성

7) 星島環球網(2008. 11. 18),｢中 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최저임금기준 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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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서는 해외 첨단기술 습득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학습과 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 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분업
체계를 활용하는 글로벌 시너지 효과 등을 토대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글로벌 무
대에서 경쟁과 협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
보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
요가 있다. 먼저 대중투자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가. 대중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1992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되
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투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중
국 측 자료에 의하면 1985년 한국의 ‘漢斯物産’이 광동성 광주시에 15만 달러 규
모의 완구공장을 설립한 것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효시라는 기록이 있기도 하
며, 한편 1988년 ㈜진웅이 중국의 하문지역에 300만 달러 규모의 텐트 공장을 건
립할 것이 한국의 최초 대중투자로 보고 있기도 하다.8)
수교 이전에 한국기업은 제3국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
하였으나, 수교 이후에는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수교 10년이 되는 2002년부터는 중국이 한국기업의 가장 중

8) 한국경제 60년사(출판예정)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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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
면 2008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19,345건, 금액은 264억
달러로서 각각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41.9%, 22.8%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건수
에 비하여 투자금액 비중이 작은 것은 한국의 대중투자가 중소기업 위주로서 소규
모 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투자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심
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 석유화학,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 고루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22-5.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2008년 말 기준)
대세계

대중국

중국 비중

투자건수

46,215

19,345

41.9%

투자금액(백만 달러)

115,906

26,394

22.8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누계기준).

한편 [표 22-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직접투자에 관해서 한국
측 통계와 중국 측 통계는 비교적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9) 중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2004년을 정점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데 반하여, 한국 측 통계에서는 2008년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
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에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는
전반적인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위안화 환율 절상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려 나
9) 양국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유출 통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통상 투입자본, 대부투자 및 재투자를 의미), 집계방식, 집계시기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같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국가의 대
중투자 발표통계와 중국에서 발표하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통상 2~5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UNCTAD 200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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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7년부터 중국 측 통계가 오히려 작게 발표되는 점은 추가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정컨대 2007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직접투자 통
계 작성방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는데, 특히 금융보험업 분야의 현지법인 통계
자료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
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부통계를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22-6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
연도

투자건수

중국 상무부 통계

투자액

투자(실행)액

투자건수

건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건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1,389

31.5

1,062

62.2

4,008

-

2,721

-

2003

1,681

21.0

1,757

65.4

4,920

22.7

4,489

65.0

2004

2,145

27.6

2,336

33.0

5,625

14.3

6,248

39.2

2005

2,254

5.1

2,791

19.5

6,115

8.7

5,168

-17.3

2006

2,299

2.0

3,379

21.1

4,262

-30.3

3,995

-22.7

2007

2,119

-7.8

5,249

55.4

3,452

-19.0

3,678

-7.9

2008

1,285

-39.4

3,742

-28.6

2,226

-35.5

3,135

-14.8

2009

148

-64.2

439

-59.3

302

-48.5

664

-37.1

누계

20,024

-

28,265

-

-

-

주 : 2009년 자료는 1~3월 중 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상무부.

그밖에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의한 대중국 투자건수는 2004년
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2006년까지 개인 투자건수가 크게 증가하
였으나, 2007년에는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투자건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
업에 의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체 투자보다 금액
면에서 증가속도가 오히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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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기업규모별 월평균 대중국 투자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이용 작성.

대중투자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즉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분야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누계기준으로 제조업은 신규법인
수는 75.6%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금액은 77.9%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
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신규법인 수는 8.3%, 투자금액은 5.9%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은 신규법인 수는 0.2%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은 4.0%를 차지하고 있
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 부문 중에서 대중투자 분포를 살펴보면 [표 22-8]과 같다. 전자부품, 컴
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분야가 투자금액으로 볼 때 전체 제조업 투자
의 약 27.0%를 차지하여 최대 진출분야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는 전체 투자금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분야가 각각 6.2%, 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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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대중국 투자의 업종별 분포(2008년 누계기준)
(단위: 천 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490

270

199,064

1,103

103,702

광업

158

82

345,035

241

238,059

30,015

14,633

28,895,217

56,713

20,561,0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

12

27,903

33

21,7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3

15

7,367

31

3,455

526

283

1,132,863

908

684,090

2,506

1,607

1,946,160

4,097

1,548,336

242

134

338,280

395

213,173

1,039

650

839,382

1,719

420,484

384

212

296,816

582

185,825

61

37

1,510,793

74

1,063,4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5

353

1,462,093

1,089

666,2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91

408

430,659

933

317,0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176

111

71,869

283

43,6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

2

125

3

26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44

88

43,063

246

19,291

56

39

27,399

115

13,90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3

183

491,429

751

213,1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
비스업

370

224

115,176

647

61,87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1

1

800

3

500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4,848

1

14,848

37,774

19,345

38,196,344

69,967

26,393,833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총

계

주: 현지법인(지사 및 사무소 등을 제외)만을 포함함.
자료: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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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제조업부문 대중투자의 업종별 분포(2008년 누계기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740

1,003

1,024,670

3,150

768,134

음료 제조업

22

15

91,101

35

71,361

담배 제조업

1

1

184

2

7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799

900

1,698,189

3,432 1,069,37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663

2,138

1,433,083

6,777

981,99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55

385

483,057

1,604

341,87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30

259

144,657

807

84,67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76

200

267,167

665

149,93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6

65

32,190

238

22,471

50

29

98,229

87

66,107

1,971

988

1,757,28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1

52

70,110

162

55,2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90

268

959,202

1,241

774,66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68

466

1,260,751

1,577

994,264

1차 금속 제조업

799

345

1,786,568

1,575 1,270,1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763

834

1,925,350

3,370 1,260,09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5,385

2,052

7,494,742

9,510 5,552,5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4

415

507,048

1,775

327,130

전기장비 제조업

1,041

476

717,884

1,961

404,17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45

1,189

1,761,463

4,401 1,147,0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75 2,355,661

식료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463 1,282,610

1,905

715

3,159,6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1

132

1,166,778

671

918,740

가구 제조업

446

269

138,382

954

73,288

2,624

1,437

917,513

5,581

589,501

기타 제품 제조업
총

계

자료: [표 22-7]과 같음.

30,015

14,633 28,895,217 56,713 20,5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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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신규법인 수는 14.6%를 차지하
고 있으나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역시 법인 수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1.7%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중소기업 위주로 중국에 진출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의 진출기업 대부분은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이 대기업보다 떨어지므로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대기업 투자와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 투자,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소매업,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분야에 대한 투
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다수의 증권사, 보험회사가 중국에 사무
소 혹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 대중투자의 특징의 하나는 투자건수 감소와
투자금액의 증가이다. 2008년에 대기업의 대중투자 건당 투자규모는 3,207만 달러
인 반면 중소기업의 건당 투자규모는 245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
투자가 임가공 등 소규모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전자, 자동차, 운송장
비, 금융, 부동산 등 대규모 투자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중국 내 임금상승 및 단순노동력
및 숙련노동력의 부족, 가공무역에 대한 정책적 혜택 축소 등으로 중국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대중 신규투자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은 높지 않으
나, 중국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갖춘 기
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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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양질의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였고, 한국은 국
내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와 같다. 이에 따라 원부자재 등의 대중수출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투자잔액(순투자 기준)으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중에서 청산ㆍ미결산 등의 사유로 자료(연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한 자료가 미흡한 기업을 제외하고 매년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수
출입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대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수출유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대상국인데, 대중수출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석대상 중국 현지법인의 수출유발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
한국 수입액과 대한국 수출액을 해당 기업의 투자잔액으로 나누어 수출입 유발계
수를 구할 수 있고,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수출유발계수에서 수입유발계수를 차감
하여 산출할 수 있다.
[표 22-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중국 현지법인에 의한 수출유발
효과는 119.8%, 수입유발효과 69.2%,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50.7%였다. 이를 2007
년도 전세계 수출유발효과 259.6%, 수입유발효과 98.7%, 무역수지 개선효과 160.9%
와 비교해 보면, 대중투자의 수출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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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 개선효과(2007년)
수출(한국→현지법인)

중국
제조업
전세계
제조업

투자잔액
(A)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
개선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
효과(D)
=(B)/(A)

금액(C)

수입유발
효과(E)
=(C)/(A)

15,154,596

18,158,090

1.198

10,478,842

0.692

0.507

13,862,773

15,944,332

1.150

9,744,446

0.703

0.447

42,968,510

111,542,811

2.596

42,404,853

0.987

1.609

26,516,681

41,853,400

1.578

27,243,114

1.027

0.55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8).

중국의 수출과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추세적으로도 전 세계에 비하여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즉,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유럽과 북미 등지보다 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지역 해외투자에서 중소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2-6. 연도별 중국 현지법인 무역수지 개선효과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각 연도; 2001~03년도 수치는 양평섭 외(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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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중 투자기업의 수출입 유발효과가 연도별로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가는
[그림 22-6]에서 알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출유발과 무역수지 개선효과의 상승 추세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부터 시작된 대중 투자 러시와 그 이후 꾸준한 투자 증가세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 22-10. 해외투자기업의 수출유발 기여도(전체 업종)
(단위: 백만 달러)

투자잔액
전체
중국
미국
베트남
기타

42,969
15,155
7,595
1,425
18,796

수출액

111,546
18,158
18,559
721
74,826

수출
유발계수
2.596
1.198
2.444
0.506
3.981

추정수출유발액

192,179
23,660
37,346
1,617
129,556

기여도(%)

100.0
12.3
19.4
0.8
67.4

주: 기타는 전체에서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의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부분이 대중 투자기업의 부품과 소재조달 수
요로서 중국 현지 한국기업의 생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한ㆍ중 간 무역구조로
인하여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산출한 수출유발계수는 미국(2.444)이 중국(1.198)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수출유발 기여도를 보면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대중투자 규모가 대미투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업종에는 제조업 이외
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제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은 수출
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투자잔액 대비 수출
유발효과는 제조업보다 상당히 크다. 2007년 기준으로 수출유발계수가 평균을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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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상회하는 국가들(독일, 대만,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
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진출기업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만 대상으로 수출유발계수를 산출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약간 크
며, 수출유발에 대한 기여도는 29.2%로서 미국의 2배에 해당한다(표 22-11 참고).
이것은 대중투자에 의해 유발된 수출금액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 전체 해외투자
에 의해 유발된 수출금액의 약 29.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중국,
미국, 베트남 3국의 수출유발계수 및 기여도를 정리하면 [표 22-11]과 같으며, 세계
수출유발계수는 각 국가(지역)의 기여도를 가중치로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표 22-11. 국별 수출유발계수 및 기여도 비교
업종 전체

제조업

수출유발계수

기여도(%)

수출유발계수

기여도(%)

세계

2.59592

100.0

1.57838

100.0

중국

1.19819

12.3

1.15015

29.2

미국

2.44368

19.4

1.10338

11.4

베트남

0.50615

0.8

0.65657

1.8

기타

3.98100

67.4

2.64871

57.5



주: 세계 수출유발계수=

 국가(지역)별 수출유발계수i ∗ (기여도i /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

대중투자에 있어서 기업규모별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22-7]과 같
다. 수출유발계수의 경우, 대기업이 139.7%로 중소기업의 80.0%에 비해 2배 가까
이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수입유발계수의 경우, 중소기업이 97.5%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역수지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이 -17.6%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대기업의 경우 75.4%로 높은 무역수지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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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기업규모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160
139.65

140
120
100

97.54
79.96

80

75.39

64.26
60
40
20

6.64

4.70

1.95

0
수입유발계수

수출유발계수

무역수지효과

-20

-17.58

-40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08), p. 224.

그림 22-8 투자형태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300
250.09
250

200
165.68
150
102.91
100

84.41
68.26

66.97
53.77
50

34.65

0
수입유발계수

수출유발계수

무역수지효과
-13.20

-50
공동투자

자료: [그림 22-7]과 같음.

단독투자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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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효과는 투자형태별로도 역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림 22-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유발계수는 합작투자 형태가 250.9%, 공동투자 102.9%,
단독투자 53.8%이며, 수입유발계수의 경우, 합작투자가 84.4%로 가장 높다. 따라
서 무역수지효과의 경우, 합작투자가 1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단독투자 형태는 -13.2%임을 알 수 있다.
2) 구조조정 효과
지만수 외(2004)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생산품이 한국시장에서 제품수명
주기(life cycle)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 현지
생산품 중 73.4%가 한국시장에서 제품수명주기가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처한 것
으로 나타나, 많은 경우 국내시장에서 성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제품들을 중국으
로 이전하여 제품수명주기를 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2. 중국 현지생산품의 한국시장에서의 제품수명주기
(단위: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합계

경공업

0

20.0

27.5

52.5

100.0

전기전자ᆞIT

5.0

23.3

35.0

36.7

100.0

중화학공업

5.3

27.4

40.7

26.5

100.0

전체

3.1

23.3

34.4

39.2

100.0

주: 경공업: 음식료, 섬유제품, 의복모피, 가방가죽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 출판인쇄, 가구 및 제품.
전기전자ㆍIT: PC 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통신, 의료정밀과학.
중화학공업: 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자료: 지만수 외(2004), p. 134.

이는 대중투자의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의 부품제
조업은 조기에 중국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기술력 상승으로 이미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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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것으로 평가하는 기업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공업 제품의 경우 절
반 이상이 한국에서는 이미 쇠퇴기에 들어간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과의 분업구조는 기업의 가치
산출 사슬에서 저부가가치의 생산활동은 중국에 이전하고, 생산활동 중에서는 상
대적으로 고부가가치 활동인 상류(upstream)부문, 마케팅ㆍ브랜드ㆍ서비스 등 하
류(downstream)부문은 한국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지만수 외(2004)의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이러한 가치사슬에서 어떠
한 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보면, 본사의 경영조직에 변
화 없이 중국에 생산조직을 증설(신설)한 경우가 33.3%이고, 생산조직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가 29.6%로 나타나 전체의 62.9%를 차지하였다. 특히 경공업부문에
비해 전기전자ㆍIT나 중화학부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 중국을 활용한 수직
적 생산공정 분업의 선순환효과가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졌음
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부문 기업의 경우, 응답업체의 10.6%는 이미 기업을 완전히 중국으
로 이전하였고, 11.5%는 한국 내 본사는 간판만 있다고 응답하여서, 한국에서의
사양산업부문의 기업들이 뿌리째 중국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중국으로의 기업이전이 기존 설비의 라이프사이클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중 투자기업이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104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6. 결론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008년 말 기준으로
대략 2만 개 정도이다. 결국 문제는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얻
어내는가에 있다. 투자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기업의 몫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
인 상황하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에 진
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분리해서 파악해 보도록 한다.
가. 기업의 대응방안
앞 절에서는 총량적이거나 업종별로 한국기업의 대중진출 현황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별 기업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서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은 국내에서 푸시 요인과 중
국에서의 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인데, 수교 이후 몇 차례 부침이 있었다.
수교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 차례 중국 붐이 있었고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
로 중국진출 붐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붐은 새로운 전기
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인 유
치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재차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정
확한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심지어 투자유치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한 투자자가 있다든지, 복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서로 유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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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고민하는 국내 투자자도 있다는 등 소위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에피소드
가 당시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1ㆍ5계획에 따라 중국의 외자 정책이 변경되었고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역시 상당한 영향
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단순 조립가공업종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2007년 초에는 일
부 한국 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비롯된 문제들로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토대로 단순가공조립 과
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진출기업들
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중소
기업들 중에서 수익성 악화로 일부 철수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
식도 들려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당분간 선진국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어려움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09년 7월
에 KOTRA가 실시한 중국 진출기업 경영성과 및 전망(Grand Survey 2009)에 의
하면 90% 이상의 진출기업들이 중국사업을 확대 또는 현상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
고 축소 반응은 6%에 그치고 있다.10) 또한 제3국으로 이전 또는 한국으로의 U턴
을 고려하는 기업은 각각 1%에 불과하였다. KOTRA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국 내 제조업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진출기업들이 ‘탈중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제
조업 분야의 투자환경은 악화되고 있더라도 기업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내수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 KOTRA(2009), 2009 중국 Grand Survey — 중국 진출기업 경영성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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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비교적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응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소간 한 방향으로 치
우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KOTRA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일본 JETRO가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중국 내 투자환경 변화를 진출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상
당정도 흡수하여 진출기업의 경영상황이 대체로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토대로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자. 첫
째로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최근 들어 상무부를 위시하여 중국의 각종
정부기관들은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외자유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11ㆍ
5계획에서 제시된 선별적인 외자유치 정책에서 다소간 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외자정책이 이전의 상황으로 돌
아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투자환경 변화의 큰 흐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시장 이외에도 환경오염 문제
는 향후 중국 진출기업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환경오염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가
법제화되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환경
오염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기업 간에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국의 정부관원 평가에서 경제성장 실적 이
외에 환경보호 실적이 추가됨에 따라 진출 현지 관원들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중국투자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
하고 있고 WTO 가입으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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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소위 ‘국진민퇴’(國進民退)라 하여 국유기업이 부상
하는 현상은 중국 내에서 커다란 논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과장
은 있겠지만 외부의 일부 중국관찰자들로 하여금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
닌가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한 많은 진출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중국정부의 정책변경이 상당히 자
의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 내 사업환경이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자의적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태도가 쉽게 바뀔
수 있는 중국투자의 리스크에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진출기업 혼자서 대
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고, 중국정부의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진출기업과
우리 정부 간에 정보 지원 등의 협조를 통하여 대처하는 등 향후 개선할 여지가
많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분간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시
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시장을 상대하는 대중투자는 새로
운 파라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이미 환
영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불분명하지만,
중국을 생산가공기지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출한 기업들은 이미 커다란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다른 진출기업들도 중
국 투자환경 변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외부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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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중 비즈니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사업의 출구전략까지 포함해서 추가자본 투입,
합작파트너 재선정 또는 M&A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여 사업구조를 새로운 환
경변화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록 KOTRA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중국진출 기업 중에
서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소위 중국 리
스크를 대비해서 다른 개도국에도 기업을 동시에 설립하는 소위 China+1 방안도
업종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
넷째, 중국 정책당국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은 인프라 건설 위주의 경기부양책, 내수
확대,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전환, 빈부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각종 사회정책,
에너지 절약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
는 것은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전환이다.
중국에서는 산업승급(産業昇級)이라고 표현하는데 달리 설명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저임금과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활용하
여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여 수출을 지속할 수 있었으
나 이같은 성장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중국 정책당국의 판단이
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에 적합한 사업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중국 비즈
니스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다섯째,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바로 환경 보호ㆍ개선 및 에
너지 절약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중국시장은 거대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
다. 그러나 환경부문 역시 성격이 상호 다른 다양한 하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출 타당성 역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서 우리의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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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
환경오염 특히 공기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중국 정책당국과 일
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Green-Tech 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
를 개혁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분야 역시 성공적인 진출이 반드시 보장되는 시장은 결코 아니다. Green-Tech
산업에서도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수익성이 쉽사리 보장되지
도 않기 때문에 여타 시장과 비슷하게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및 유관 지원 기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나. 정부의 대응방안
다음에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해외투자이든 국내에
서의 투자이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기업의 몫
이다. 그러나 정부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간접적인 형태이겠지만 각종 지원을 통해
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부입장에
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업의 의견 혹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다이나믹하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따라 한ㆍ중 경제관계도 정
체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여왔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고속성장 그리고 빠른 경제
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지난 과거의 한ㆍ중 경제관계는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적
으로 변화하여왔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향후 한ㆍ중 경
제관계를 전망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태일지라도 정부
의 각종 지원활동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협력분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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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찾아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이라든지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중국 진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향후 중요하
기 때문에 선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지적해보자.
첫째, 한ㆍ중 수교 이후 투자보장협정을 곧 체결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진출기업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크
게 기여하여왔다. 그밖에도 각종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국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편 필자의 생각은 중국에서 각종 비즈니스 관행이 향후 짧은 시간 내에 글로
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기업은 또 다른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적어
도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의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변경 등이 당분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 진출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 애로사
항의 해결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2005~06년 들어 중국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경제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시장의 상황 변화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중
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중국경제의 여러 부문별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기업들에게 전달하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경제 리스크
모니터링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경제를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 파악해야 한다든지, 중국 내
수시장 진출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경제 리스크가 새로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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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경제 리스크 모니터
링 시스템의 중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몇 해 전에 운영되었던 모니터
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업들에게 보다 실제적
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에도 운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 정부차원에서는 FTA 협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고위 영도자들은 앞다투어 한ㆍ중 FTA 체결을 요구하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한 압
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FTA 전략에서 투자부문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다. 우선 중국과의 FTA가 한ㆍ중 FTA 아니면 한ㆍ중ㆍ일 FTA
형태를 취하든지, 높은 수준의 FTA, 아니면 낮은 수준의 FTA의 방향으로 가는가
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선택이다.
만약 높은 수준의 FTA로 방향을 결정한다면 FTA 협상에서 투자부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FTA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정치ㆍ
외교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최근 주요 선진국이 연관되는 FTA에서는 투자협정이 포함되는 높은 수준의 FTA
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총체적인 FTA 전략과, 동시에 양자
간 경제관계의 맥락에서 신중하게 투자부문의 협상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출 외자계 기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투자협정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소위 국진
민퇴의 상황을 고려한다든지 10대 산업 진흥계획과 같은 자국기업을 육성하는 산
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쉽사리 받아
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있을
양국간 혹은 다자간 FTA에서 우리의 협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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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중국의 각종 지방정부와 협력관계
를 맺고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
까지 무질서하게 진행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ㆍ교류 방식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친목적인 성격의 인적교류는 보다 전략적인 방향으로 진출기업
의 비즈니스 지원의 성격을 갖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면 각 지방자
치단체의 교류활동에서 수집된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는 사장되지 않고 다같이 공
유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중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아시아 생산네
트워크는 현재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단순가공 위주의 중국 진출기업은 생
산기지의 이전이나 철수를 고려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기업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기업의
대중진출은 고부가가치의 투자규모가 비교적 대형인 대기업 위주로 바뀌고 있고,
진출분야도 제조업에서 금융, 유통, 부동산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바뀌고 있다. 이
처럼 중국의 고속성장과 구조변화가 우리에게도 신속한 변화와 대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당사자인 기업과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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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The recent full-blown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has been called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World War
II. Since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elatively isola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initial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not so severe. Consumpt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has, however, shrunk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China’s export industries suffered from sluggish overseas demand, meaning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clearly caused some serious damage to the Chinese
economy.
Amidst an unprecedented and distressing economic situation, China’s policymakers quickly came up with stimulus packages of RMB 4 trillion for two
years. This stimulus package effectively boosted the Chinese economy, achieving the target growth rate of 8% in 2009. It means that in the midst of a severe global economic recession, only China was able to achieve meaningfu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US which was once touted as the world’s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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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engine, has stagnate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hit double
digits and the status of dollar has been weakened as trust in the dollar as the
key currency has been undermined.
In addition, a rising China is becoming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uyers at the market for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With cash flowing
from huge foreign exchange reserves, China is in a comfortable position to
buy oil and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in the world. The other example of the rise of China can be seen in the automobile industry. China was
expected to produce over 13 million vehicles in 2009, becoming the world's
largest automobile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automobile industry, some
Chinese automakers are eager to acquire brands and technologies from foreign
firms as the domestic auto industry struggles to produce high-end vehicles and
break into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At this point of time, it seems uncertain what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would look like after the end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however, clearly certain that China would be the only winner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at China will join the
ranks of the great powers in world politics and economy.
As illustrated above, the main purpose of these books is to analyze the rise
of China and to seek out the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China relations.
All 22 topics were selected in order to elicit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facing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rise of China.
To give some examples, Korean policymakers are recommended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with China in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way. Also,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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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ly important to seek a balance between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economic relations, Korea should not
be reluctant to explore China’s potentially immense domestic market and to
expand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Korean policymakers must urgently find ways to reverse the current overdependency of the
Korean economy upon China.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ecause China is fast
emerging from the status of a regional powe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power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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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제1 권

The Rise of China and Korea's Strategy
Chang Kyu Lee et al.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제2권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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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제3권
제14장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제15장 중국의 환경전략과 한국의 대응: 중국 환경
시장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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