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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
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 state system)의 특성상 ‘민주화 없는 제도화’ 또는 거버넌스
혁신을 선택했고, 리스크가 심화될수록 체제와 리더십을 강화해 상황을 돌파하
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제13기 전
국인대에서 제시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공산당 지도체제 강화와 같은
개헌도 맥락을 같이한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 모델(레닌주의적 정
치체제, 국가가 자원 배분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치밀한 사회통
제를 연계한 발전)은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모
델만으로는 급격한 계층의 이동과 사회 유동성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어졌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무역과 통상전쟁 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즉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
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었
다. 이런 점에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연구와 대중국 정책 수립의 새로
운 이슈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
움과 분과학문에 치중한 접근방식에 의해 정책연구의 공백이 있었으며, 심지어
단일 리스크를 전체 리스크로 설명하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도 있었다. 서구
사회는 경제발전이 성숙해지면 완전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근대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경로 의존을 따를 것으로 보았다. 중국 내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구속성 때문
에 당의 통치 시스템 및 민주주의 결핍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
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정 내부에서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
요성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지만 그 결과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국의 업적주의(meritocracy)가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근대화론과 같은 대이론을 극복하면서 중국 당정의
공식 문헌의 행간을 섬세하게 읽고, 선행연구를 조작(operation)하는 방식으
로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변동’을 분석의 시야에 포
함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
는 데 고려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차이나리스크
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경제 변수, 즉 금리·그림자 금융·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의 채무·주식시장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
(THAAD) 배치를 계기로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환되는 연계이
론·양면게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같이 복합적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즉
“중국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인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사회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으로 동
시에 교차검증을 진행했으며, 분류한 변수를 범주화하고 연계망을 구성하는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독립변수를 설정했다. 즉 ① 리더십과 거버넌
스 ② 국제 및 외부충격 ③ 결핍과 재난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라는 네 가지
의 대영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5개의 핵심축(pillars)을 재분

류하고 다시 60개의 하위 리스크를 설정해 각 리스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했다. 다만 경제 리스크는 그 성격상 모든 위기를 흡수하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
은 환원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영역 상호간 작동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경
제영역과 다시 결합하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리스크 변수의 중요성을 살
리는 방법을 취했다. 즉 사회와 생태관리 영역의 거버넌스 위기(소득 격차, 도
농 격차의 확대-재난과 결핍 관리에서의 문제 발생)는 정치영역에서는 지방의
문제(지방의 관리능력, 부패의 심화, 체제에 대한 불신 및 불만 증가)와 맞닿아
있으며, 이것은 경제영역의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면서 불안정성을 초래해 전반
적인 중앙의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리스크 요소의 일반 현황, 발생가능성, 타 리스크와의 연관
성, 위험 정도, 리스크의 발생 추이에 따른 지속성 여부, 각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수준 등을 분석했고, 각각의 속성에 5점(5-4-3-2-1) 척도를 기준
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분야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며 도출된 평가를 토
대로 복잡성과 위험성을 우선순위로, 개연성과 지속성을 차순위로 설정할 경우
평가지수가 높은 리스크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중앙정부
능력, 계승(파벌),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지방이기주의, 부패, 불신·불만 ② 국
제 및 외부 충격: 규범갈등, 민족주의,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③ 결핍과 재난:
식량 결핍, 토지오염, 안전사고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등
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리스크 속성 가운데 복잡성 지표에
따라 연관성, 즉 중첩도가 두드러진 리스크를 축으로 하나의 지도를 작성했고
각 리스크의 상관성을 반영한 2차 지도를 작성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관도를 바탕으로 구현한 경향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② 급진 도시화의 위기 ③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④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⑤ 민족 통일성의 약화 ⑥ 대외 갈등의 심화라는 여섯

가지의 복합 리스크 경향이 체제 안정을 부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했다. 이렇
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각 영역의 리스크 경향은 그 중심의 핵심적 연결고리
인 정부능력과 연결되어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
국 시진핑 체제가 거버넌스 능력의 강화와 거버넌스 현대화를 가장 중요한 국
정 목표로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러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있다. 첫
째, 정부·학계·시장 영역의 중국 인식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다. 둘째, 산업적으로 안보리스크가 경제·사회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복
합 연동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환기한다. 셋째,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정책화 기
반 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 확장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등이 중국 경제와 중국 정치사회 연구가 접맥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부 차원의 중국 통합 연구 컨트롤 타
워의 수립과 함께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 연구 보완과 새로운 방향 설정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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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위기론, 심지어 중국붕괴론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등
장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부상하여 그 발전
을 “중국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학문적 시도도 나타났다. 여기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부상이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사회통제관리 체제와 국가의 효율적인 시장 개입 등이 긴밀하게 작동
한 결과라는 평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적인 환경이 변화
하고 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발 이후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 혁신이 전 지구적인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
를 가져올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도 커다란 도
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보여주었던 발전 모델은 변화
하는 세계 질서에 조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중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는 평가와 분석이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라는 명칭과 함께 등장했다. 국
내외 주요 경제전문지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중국이 여러 위기, 특히 무엇보
다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국의 경제 리스
크에 천착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부채의 증가, 금융의 불안정성, 수출과 내수의
이중 부진, 생태 및 환경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여기에 더해 제대로 된
기술적 진보와 산업 구조의 조정이 구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
제 리스크는 결국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의 위기가 중국에 닥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 주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경제
리스크 못지않게 중국의 정치 리스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최고지도자 일인으로의 권력집중은 그동안 체계
적으로 엘리트 교체를 제도화해온 중국의 정치 질서가 무너지는 신호로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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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며, 개인 독재의 강화나 전체주의로의 회귀라는 퇴행으로 평가받기도 한
다.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치 질서의 등장은 앞에 언급한 경제위
기와 맞물려 체제의 위기로 전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열거한 중국 리스크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어떻
게 심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
전망 역시도 붕괴론에 가까운 극단적인 비관론에서 중립적인 분석과 낙관론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상황이다. 비관론과 낙관론의 근거도 분석가
들의 가치관이나 이론적 성향에 따라 단선적이거나 개별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최근 제기되는 차이나리스크에 관한 논의는 경제 문제
위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역사복합체(historic bloc)
인 중국의 정치-사회-문화 리스크를 결합한 복합 연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중
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정치경제와 깊게 연동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 국면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한국
은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했다. 실제로 중국의 체제 안정성 수준
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사드 배치 국면은 중국의 국내
정치와 대외전략이 깊이 연계된 양면 게임(two level game)의 성격을 띠고 있
었기에, 우리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중국의 체제 안정성(system stability) 요
인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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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가. 서구와 중국의 중국 리스크 분석 논의의 한계
앞의 연구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서구의 학계 및 싱크탱크를 중심으
로 대두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의 대표적인 논의는 경제 이슈가 주를 이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주로 다뤄지는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소는 다음
과 같다.

① 급속히 증가하는 부채 문제: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의 급속한 증가,
기업 및 가계 부채의 증가, 그림자 금융의 확대
②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지속적으로 투기화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③ 수출과 내수의 이중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부진과 국내 불평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④ 생태 및 환경 리스크: 급속한 산업화의 대가인 중국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 리스크 강조
⑤ 산업 구조조정의 어려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산
업 구조조정 및 경제발전 모델 전환에서 나타나는 난제

이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놓여 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중진국 함정은 개
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
르거나 심지어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재 개
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① 수출과 투자의존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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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따른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성 ②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성, 부실 대출 등 금융 리스크 ③ 인구 보너스 소멸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④
선진국 경제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의 불균형 발전 ⑤ 산
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의 지체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 실패에 직면하게 된다
는 것이다. 중국이 이 리스크를 관리 혹은 극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단
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정치영역에서의 리스크 논의이다. 2015년
에 중국공산당 연구자인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The Coming Chinese Crackup)”라는 기고
문을 발표했다.1 그는 ① 중국 경제 엘리트들의 체제 이탈 흐름(해외로의 재산
도피 등) ② 시진핑 집권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통제의 강화 ③ 당 간부와 지식
인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위장충성에 가까움 ④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의 반부패 운동의 강화가 정적 제거에만 집중됨 ⑤ 덫에 빠진 중
국의 경제 개혁 등을 체제 붕괴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샴보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시대 적응능력과 유연성을 높게 평가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통이
었기에 중국공산당의 위기를 예측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이에 관련한 논쟁
이 중국 안팎에서 격화되었다.
이 같은 서구의 중국 경제 리스크 및 정치 위기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하
나의 해법(solution)을 전제한다. 즉 주류적 견해에 따르면, 역동적인 시장경
제와 일당 통치의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는 치명적인 모순을 야기하므로 중국에
필요한 궁극적인 해법은 경제의 완전한 시장화와 정치 민주화(다당제, 의회민
주주의 등 서구적 정치제도의 이식)라는 것이다. 즉 그동안 중국에서는 빠른 경
제성장이 인민에게 높은 생활수준과 보다 많은 기회를 안겨줬기에 중국공산당

1 Shambaugh(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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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치 정당성이 인정되어왔지만, 고속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현재로서는 공
산당의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
문에 여타 동아시아 발전 국가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시장개입 후퇴와
정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서구적 해법은 중국 자체의 복합적인 구조와 특성을 제대
로 고려하지 않은 단선적인 상황 판단과 해법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기 힘들다는 약
점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하면서도 ‘사회
주의 현대화’라는 거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면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국가전략 수립(서부대개발, 신형도시화, 일대일
로 구상 등)과 지도 이데올로기의 수정(삼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 신시대 중
국 특색 사회주의 등), 미시적으로는 다양한 미세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공산당
의 지배적 통치라는 틀은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추구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 내 일부 지식인은 위와 같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 시장화라는 서
구적 해법을 2008년 서구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과(後果)를 중국으
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중국에서 삼농 문제(농업, 농민, 농촌)를 처
음 제기했으며, 당국에 일정한 정책적 영향력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원톄쥔(溫
鐵軍)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방의 정
치 현대화로 인해 내생적으로 초래된 정부 채무위기로, 서방 국가는 제조업을
외국으로 대거 이전한 후 정부가 신용을 확대하여 위기의 대가를 외부에 전가
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파
악한다. 따라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현대화 방식은 이미 스스로 도저히 해
소할 수 없는 내생적인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기에 개발도상국은 그 모델을 따
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2 특히 상당수의 중국 지식인이 이를 문명적인 차
원과 지정학의 문제로까지 격상해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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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관방 지식인들의 중국 리스크 연구는 위의 신좌파나 민족주의 성향
의 연구자들과 같이 서구의 방법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
으로 정책적 해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
의를 살펴보면, 쉐신둥(薛新東)은 중국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저서에서 다양한
지표와 계량의 방식을 동원해 중국의 경제와 사회 각 영역의 안정성을 논의하
지만 중국공산당의 정치제도나 리더십을 다루는 민감한 영역의 지표는 청렴도
(부패지수) 위주로 국한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3 푸즈헝(傅子恒)도 중국의 경
제 리스크를 다루는 저서에서 재정, 금융, 산업, 거시조정, 국유기업 개혁, 주식
시장 등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이들 영역의
문제가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긍정
적으로 판단한다.4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각 분야에
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현안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아 매년 발행하는 블루북
(청서, 藍皮書) 시리즈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열 대상이 되는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 중국 내 리스크 연구
들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논의를 마치거나 현재 진
행 중인 정책적 개입이 적절하다는 논의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하자면, 기존의 서구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몇 가지 미세한 정책
조정에 대한 제언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중심에 놓고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시장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지닌 리스크
들의 고유한 특성과 복합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컨대 ‘프로크루스테
스의 침대’에 중국을 우겨 넣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리스크의 판단과 해법은 이해가 아니라 도리어 오해를 낳을 수

2 溫鐵軍(2013), 八次危機: 中國的真實經驗.
3 薛新東(2016), 社會穩定風險評估研究.
4 傅子恒(2017), 改革中國:風險、挑戰與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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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부의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각
리스크에 대한 현황 기술과 정책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제 내의 연
구라는 제약 속에서 당의 지배적 통치와 관련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
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거나 심지어 생략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서구와 중국 내부의 리스크 연구 동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중국이 현재 위기의 해법으로 서구의 정치 모델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부적으로 다루지 않는 민감한 영역의 리스크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구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슈라도 인접 국가인 한국에서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리스크
요소들, 예를 들어 영토 분쟁과 북한 문제 등 주변국과의 안보 이슈와 대기오
염, 사막화 등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현황과 중국 당국의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한편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제3절에서 다룰 복합 차이나리
스크에 대한 일부 연구를 제외한 상당수의 연구가 개별영역의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국토와 많은 인구, 중앙과 지방 사이의 복
잡한 관계, 다층적인 역사적 맥락,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단선적
인 접근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중국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할 때에는
기존의 포스트-사회주의 국가 혹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와의 공시적인 비교정치
학이나 경제학적인 논의에 대입한 단면만을 파악할 뿐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
해서는 제도의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중국 자체의 ‘규모의 복잡성’(다양한 지방
적 특성 및 중앙-지방 관계의 동학)을 기반으로 통시적인 흐름에서 다층적인
시간대의 중첩(유법사상에 기반을 둔 거대한 중앙관료제 유지와 제국의 경험,
사회주의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굴절과 다양한 정책 실험, 국가 중심적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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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도입 등)으로 나타나는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논의를 좁혀보자면, 중국은 현재 시장화와 국가 주도라는 일견 모순되
는 두 기제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시장 개입의 정도와 국가의 역할
범위에 따른 정책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로 서구의 리스크 연구에서 체
제 자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 모순적 병존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
만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대부분 체제의 구조 자체에서 파생된다기보
다는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문제가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문제, 즉 위기의 징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리스크 연구의 병렬적인 연구 성과의 나열보다는 각 영
역의 리스크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중국 당
국이 그에 맞춰 어떠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이행하는지를 결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선행 연구 검토
가. 복합위험사회론
‘위험사회(risk society)’에 관한 논의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과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등으로부터 촉발되었다. 특히 벡
은 ‘리스크(risk)’를 계산이나 예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식된 위험으로 규정하
는 동시에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해와 불안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위험사회론에 따르면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증가했지만 정작 그 기술 및 경제 발전과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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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러한 위험사회
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화와 결합되어 복잡화되었다.5
장경섭은 벡의 위험사회론을 도입하여 후발국가인 한국을 ‘복합위험사회
(complex risk society)’로 진단한다. 여기서 복합위험이란 선진국형, 후진국
형 및 한국특유형 위험이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 한국형 위험요인을 압축
적 근대화가 가져온 ‘폭증사회형/날림형’ 위험으로 정의한다. 선진국형이 경제
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이고 후진국형이 안전관리의 부재라는 전형
적인 특성이라면 한국 특유형의 폭증사회/날림형 위험은 한국이 압축적 근대
화 속에서 속도효율을 중시한 나머지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위험 자체도 폭증하
고 있다는 의미이다.6
장경섭은 이러한 복합위험사회의 논의를 발전시켜 중국에도 시론적으로 적
용한다. 또한 그는 중국을 한국의 복합위험사회적 특성에 더하여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체제 개혁에 수반된 리스크와 그 이전 사회주의 시기에 배태된 리스
크 요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극도로 복잡한 위험사회’라고 인식한다. 즉 중
국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이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다발적으
로 발생하는 선진국형, 후진국형의 리스크에 더불어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주
의형, 시장경제형, 체제전환형 리스크도 동시에 나타나는 극도로 복합적인 리
스크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7
이러한 중국적 복합위험사회론을 적용해보면 위에서 언급한 ‘중진국 함정’
과 ‘체제전환의 함정(system transition trap)’에 중국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
다. 게다가 이 두 가지 함정에 더불어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
력판도를 뒤흔들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패권국과 신흥국이 충돌
하는 경향을 표현하는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까지 더해보면

5 Beck 저, 홍성태 역(1997).
6 장경섭(1998), pp. 371~414.
7 장경섭 저, 백권호 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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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중의 함정에 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3중의 함정에
놓여 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중국 리스크의 복합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여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적 측면의
위험 요소까지도 중요한 변수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기존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다미엔 마(Damien Ma)와 윌리엄 애덤스(William Adams)는 2013년 출
간한 In Line Behind A Billion People 이라는 저서에서 “Scarcity(稀缺: 부
족, 결핍)”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중국의 복합적인 위기를 크게 경제, 사회, 정치
라는 3개의 대영역으로 나누고, 이어서 그 하부 영역으로 각 3개씩 9개 영역
(자원, 식량,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이데올로기, 가치관, 자유)으로 나누어 분
석했다.

표 1-1. 다미엔 마와 윌리엄 애덤스의 중국의 복합 위기 분석
대영역

경제

하부영역

내용

자원

중국은 1인당 토지자원/수자원 공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자원집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왔기에 현재 자원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함. 여기에 내수중심으로의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은 에너지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며, 중국의 부족은 바로 세계의 부족으로 이어
질 것임.

식량

14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 공급도 농업 및 경작지 부족과
결합될 것이며, 육류 소비의 수요 증가도 심각한 상황임. 이는 전 세계적
인 식량 가격 상승과 결합될 가능성도 높음.

노동

이주노동자(농민공) 문제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중국은 현재 인구 절
벽(노동인구 부족)에 처해 있으며, 젊은 세대의 노동자는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비용 상승은 노동집약
적 산업을 탈피하여 기계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더 많은 재정압박과 신세대 농민공의 강한 노동운동이라는 문제를 야기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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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대영역

사회

정치

하부영역

내용

복지

의료영역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이 낙후되고 결핍되어 있음.

교육

능력주의(meritocracy)를 중시하는 중국 사회에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
요한데 이 기회 역시 도시의 중산층 이상에게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
음.

주택

부동산 붐은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온 한 축이지만, 부동산 거품과 달리
도시민에게 적절한 가격의 주거가능한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임.

이데올로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 성장으로 시민을 이끌어왔으나 성장의 병목
에서 시민의 단합을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가치관

이데올로기 문제의 연장선에서 시민의 새로운 소프트파워나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고 있음.

자유

중산층의 형성 규모나 속도에 비해 언론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
는 정도는 턱없이 낮은 상황으로 이는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Ma and Adams(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이들은 [표 1-1]에서 요약했듯이 각 영역에서 ‘결핍’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영역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묶어내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에서 살펴본 서구적 해법인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시장화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기존 차이나리스크의 주된 쟁점이었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 및
내수의 부진, 기업 및 지방정부의 부채 확대, 금융 및 환율의 불안정, 부동산거
품 등 영역별 문제를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문제가 심각
하게 부상할 때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리
스크 간의 상관성이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홍콩 출
신의 사회학자 훙호펑(Hung Ho-fung)은 지구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의 성장 모델을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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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국의 과잉투자, 과소소비, 수출 급증의 사이클
분권화된 발전국가
국유기업/지방정부

국유 은행의 대출 급증

과잉투자
국내시장의 수익성 하락

외국자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노동계급의 주변화

수출 붐

외환보유 및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증가

부실채권의 재정화

사영부문 및
임금소득에 대한 압박

신용 붐

과소소비
복지의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인 경기부양 재정정책

자료: Hung(2015).

훙호펑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과해 현재
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치경제의 복합적인 구도의 한 단면 구조를 [그림 1-1]과
같이 연계했다. 즉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과잉투자과소소비-경제 효율성 저하의 사이클과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훙호펑은 기존의 경제 리스크에 정치사회적인 변수를 몇 가지 추가함으로써
리스크 요소들이 복잡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드러냈지만,
이 모델에서도 현재 중국이 떠안고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과 생태환경적 측면,
문화 및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포괄하지 못한다. 특정 주제에 맞춰 구체적인 동
학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처한 복합 리스크의 전체적인 관계도를 그
려내지 못한 한계를 해소하지 못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보다 보다 종합적으로 중국이 처한 복합 리스크의 분석
틀을 보여준 연구로는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0 중국 리스크가 있
다. 이 연구는 일차적인 상위의 목적 함수로 ‘중국공산당의 정권 유지 및 체제
안정’을 놓고 2개의 주된 하위 목표를 ‘경제 성장’과 ‘갈등 완화’로 파악했다.
이 하위 목표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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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더 중시하며 갈등완화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하위 목표하에 제약요소를 범
주별로 재분류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림 1-2. 중국 사회경제의 장기 전망과 분석틀
중국공산당의 목표
경제 성장

=정권 유지
갈등 완화

대내 갈등
시장

내수

자원

거시안전성

수출

자연자원

인적자원

에너지

식량

환경

일자리

대와 갈등(안보)
부패

소득 격차

자료: 이근, 김병국 공편(2007).

[그림 1-2]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연구원의 분석틀은 위에서 다뤘던 연구들에
비해 중국이 처한 상황을 전체적인 구도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국정에 더
적합한 모델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
국의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증대했다. 아울
러 각 리스크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새로운 리스크 경향을 형성하는지 동
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는 취약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복합 차이나리스크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강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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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방법 및 설계
가. 복합 리스크의 개념
본 연구에서 다루는 ‘리스크(risk)’의 개념은 자연 현상이나 인간 행위의 결
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인간과 사회, 자연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인과관계가 있
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인간은 본능적
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그 파급력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8 이런 의
미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리스크’의 개념은 붕괴(collapse)를 전제로 하는
위기(crisis)가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의 안전한 관리(management/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춘 위험(risk)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가 복
합적으로 연계되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 거버넌스의 정도를 넘어 체제의 붕괴
까지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체제의 속성과 정부의 역
할은 위기 관리를 염두에 두고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정책담당자나 위
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 집단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
라 시민사회의 각 주체가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그림 1-3]의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의 모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
국이 각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
한 중국 사회의 반향은 어떠한지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 평가 지표를 설계했다.
한편 리스크는 어떠한 실체를 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되
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량적 판단만으로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사회 구성원의 심리적 요소와 가치관 등 문화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
가 복합적으로 뒤섞이며 리스크를 인지하게 되기도 한다.

8 Renn(2008),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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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모델
사회 경제적/정치적 고려

과학적 고려

리스크 진단 정책

리스크 진단

기술적·경제적·사회적 고려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정책 산출 및 의사소통

자료: Renn(2008).

[그림 1-4]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리스크를 인지함에 있어 개인과 사회 사이
의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등 그 자체로 복잡성을 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복합 리스크(complex risk)라고 정의할 때에는 단 하나의 리스크가 지닌 복잡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새로운 리스
크 경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리스크는 고도의 상호의존적
인 상황에서 복잡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에게 큰 영향
을 미치며 새로운 리스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한
리스크들의 영향력은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
에 단선적 리스크(linear risk)에 대한 분석 및 대응과 달리 복합적 리스크
(complex risk)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주로 단선적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 리스크 분야의 전문가가 도
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요소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시도하고 기
술적 표준에 부합하는 해법 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복합적인 리스크 분석
에서는 그 자체가 학제 간 연구에 가깝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메타 분석
과 시나리오 구성 등을 통해 개연성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고 대
응 역시 관련 정책 기관의 협의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거나 관
련 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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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리스크 인지 모델
집단

개인
문화적 배경

문화적 제도

사회·경제·사회적 문화

개인정체성

세계관

사회-정치적 제도
개인 가치와 이익

사회적 가치와 신뢰
감정-인지적 요소
참고지식
집단적 신념
경제-사회 구조

개인의 신념
정동

정보처리를 통한 잠정적 판단

사회경제적 지위

조직적 제약

미디어의 영향
집단적
탐구

리스크
인지

개인적
상식

자료: Renn(2008).

표 1-2. 단선적 리스크와 복합적 리스크의 분석 및 대응 정책 비교
리스크 성격

리스크 분석 방법

단선적 리스크

- 비용-편익 분석
- 기술적 표준에 따른 분석
- 도구적 전문지식

복합적 리스크

-

리스크 대응 전략
- 루틴에 따른 리스크 감소 전략
- 리스크 예방 교육 및 정보 전파 강화
-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관련 리스크 정보의 특성 종합
- 리스크 간 상관 사슬 파악
영역별 전문가 간 합의 추구
- 다양성을 확보한 안전기구 설립
메타 분석
- 관련 정책 기구들의 협의를 끌어낼 수
시나리오 구성
있는 기구 설립
인식론적 합의

자료: Renn(2008)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대 사회의 리스크가 지닌 복합성에 대한 선행 연구
에 착목하여 중국의 각 리스크의 결합 형태와 새로운 경향 창출 프로세스에 주
목한 연구를 설계했다. 특히 무엇보다 각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개
별영역의 리스크 요소를 추출하여 각론을 구성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종합한 후, 각 리스크 간 연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복합
적인 리스크 경향을 재차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복합 차이나리스크를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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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연구 과정을 설계했다.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설계
1)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리스크의 개념 정의에 따라 새롭게 복합 차이나리
스크의 개념을 정의했다. 즉 “자연이나 인간 행위의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
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리스크로 정의한 이후 “여러 리스크가 복
합적으로 작동하여 새로운 리스크 경향을 형성하는 것”을 복합 리스크로 규정
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중국의 리스크 요소가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
사회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복합 차이나리스크로 정의하고, 추출한 중
국 각 영역의 리스크를 다시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체적인 지형도를 구성했
다. 특히 차이나리스크에서 중요한 요소를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으로 간주하
고, 다른 리스크 연구 경향과는 달리 당국의 정책 마련과 이행 수준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림 1-5.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개념 정의
[리스크]

[복합 리스크]

[복합 차이나리스크]

“자연이나 인간 행위의 결과로

“여러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다양한 중국의 리스크 요소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상황이

작동하여 새로운 리스크 경향을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중국 사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형성하는 것”

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

2) 리스크의 분류와 지표 설명
본 연구는 중국의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을 규명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국제 및 외부충격 ③ 결핍과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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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문화와 신념의 위기로 대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한 후, 14개의 핵심축을
구축하여 그 하위 영역의 리스크를 선별했다. 각 리스크 요소의 분류와 항목은
[표 1-3]과 같다.

표 1-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분야별 대·중 범위 및 기초영역
대범위

중범위

기초영역
엘리트 시스템과 정치 안정
현능주의의 안정성

리더십(제도)

계승(파벌)
정책결정 과정
중앙정부능력

리더십과
거버넌스
(3)

권력집중
지방정부능력(자율성)
중앙-지방(운용)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재정
지방이기주의
엘리트충원 과정

신념

부패
불신·불만
사화(四化)현상
남중국해
동중국해(조어도)

영토
(core interest)

인도
대만
분리주의(티베트·신장)

국제 및
외부충격
(3)

홍콩·마카오
무역·금융(AIIB, RCEP)
환율
지위경쟁

기후변화
사이버
에너지

규범·전략문화·
정체성

규범갈등(인권)
민족주의
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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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계속
대범위

중범위

기초영역
식량 결핍

결핍

에너지 결핍
전력 결핍
자연재해

결핍과 재난
(3)

재난

안전사고
질병과 전염병
대기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사막화
도신빈민굴

급진 도시화

유령도시
판자촌 개발의 낭비
도시 사유화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농촌 가족의 해체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
기층의 “낯선 사회”
악성탄원의 증가
도시 중산층의 이념

사회문화와
신념의 위기
(6).

공동 신념의 부재

물신숭배(fetishism)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노령화와 연금고갈

사회 구조의 균열

저출산과 인구의 질
성비불균형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격차와 불평등

도농 격차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식약 안전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인터넷금융 안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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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의 리스크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며, 기존 경제 리스크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① 경제성장률의 둔화, ② 부채의 증가, ③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상정했다. 중국의 현 상황에서 경제 변수 그
자체가 위기라기보다는 이것이 다른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와 결합되어 나타날
때 위기의 심각성이 부각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세 가지 경제 리스
크를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간주하고 상수로 처리하여 이 리스크 요소들이 다른
정치, 사회, 대외관계, 에너지 등의 리스크와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추후 전체적인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도
를 작성할 때 경제 분야의 리스크를 관련지어 상관관계에 따라 어떠한 경향
(trend)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한편 각 리스크 요소에 다음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여 각각의 항목에 맞게 일
반적인 현황, 발생가능성, 다른 리스크와의 연관성, 위험 정도, 리스크의 발생
추이에 따른 지속성 여부, 각 리스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마련과 이행 수
준을 통계 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또한 그에 맞춰 각각
의 속성에 5점(5-4-3-2-1) 척도의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각 리스크에 부여한
다섯 가지 속성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개연성(probability):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세부 항
목에서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의 구조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5
점 척도로 5점은 리스크가 이미 전면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뜻하며, 4점부
터는 발생가능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1점은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을 의미한다.)
② 위험성(extent of damage): 리스크의 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중
국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특히 세부
항목에서는 해당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구
체적으로 서술했다. (중국의 체제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심각성 정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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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점 척도로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이 지표는 해당 리스크의 단
일 위험성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다른 리스크 요소와의 연관성은 위험성
이 아니라 복잡성 지표에서 평가했다.)
③ 복잡성(complexity): 다른 리스크 요소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다른 리스크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서술했다. (해당 리스크
가 다른 리스크 요소와 연관성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했다. 위험성과 별도로 하나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스크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④ 지속성(persistency): 리스크의 시간 변수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기간 유
지되는 것인지 혹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인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했
다. 세부 항목에서는 리스크의 발생시점, 발생기간, 반복성의 시간 문제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리스크의 장기 지속 여부에 따라 5점 척도
로 점수를 부여했다. 5점은 리스크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을 의미하며, 1점은 발생 이후 정책대응으로 관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⑤ 대응수준(level of governance): 리스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정책 마련
과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제도의 실행과
관련한 인식의 정도, 법령과 제도의 마련, 실행 효과 등의 데이터를 바탕
으로 서술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행효과가 높아
해당 리스크가 관리되는 수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했다.)

한편 리스크별 속성에 대한 점수 부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항
목과 관련해 국내외의 기존 연구 문헌과 보고서를 최대한 참고하여 다각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회에 걸쳐 항목별로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자문회의,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등을 진행하여 점수의 조정 및 검토 작업을 뒷받침했다. 이 다섯 가지의 공통
속성에 부여된 점수를 총괄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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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리스크 요소에 부여된 다섯 가지 속성
개연성
5

발생 가능성·발생 빈도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중국 정부 대응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0

지속성
시간 변수

복잡성
다른 리스크 연계

자료: 필자 작성.

종합하자면 개연성, 위험성, 복잡성,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리스크의 속성을
중심으로 개별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으며, 각 리스크에 대해 중
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제도 방안과 실증 데이터를 통
해 서술했다. 영역별 리스크는 위와 같은 형식에 맞추어 현황, 특성, 시간 추이,
정부의 대응 평가와 같은 통일적인 연구 설계에 따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통해 리스크 간 연계 및 복합적 의미를 중층적으로 발견하고
자 했다.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전체 상관관계도
위의 리스크 속성 가운데 복잡성 지표에 의거하여 연관성, 즉 중첩도가 두드
러지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리스크 현황을 맵핑하여 [그림 1-7]과 같
이 한 장의 지도로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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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기초영역 상관관계도

토지오염

식량 결핍

안전사고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지방이기주의

부채 증가

불신·불만

경제성장의
둔화
중앙정부능력

도농 격차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부패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연계성 높음

소득 격차
노동시장의 위기

규범갈등
계승(파벌)
리더십과
거버넌스

결핍과
재난

경제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민족주의
분리주의
(티베트, 신장)

국제 및 사회분화와
외부충격 신념의 위기

자료: 필자 작성.

이렇게 만들어진 상관관계도를 바탕으로 각 리스크의 상관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범위적 예측 경향을 분석한 후 이를 2차 맵핑하여 전체 지도로 구현
했다. 이 상관관계도와 예측경향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제3장에서 기술했다.

그림 1-8.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예측경향도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토지오염

식량 결핍

안전사고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지방이기주의

부채 증가
경제 리스크
(상수)

지방의
중앙정부능력지방관리능력
부패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 약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연계성 높음

리더십과
거버넌스

결핍과
재난

규범갈등

국제 및 사회분화와
외부충격 신념의 위기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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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갈등의
심화

도농 격차
소득 격차
노동시장의 위기

계승(파벌)

민족주의

경제

급진 도시화의
위기

불신·불만

경제성장의
둔화

분리주의
(티베트, 신장)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민족통일성의
약화

4)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전체 연구설계도
앞에서 설명한 연구 방법을 종합하면 [그림 1-9]와 같은 연구 내용으로 정리
된다.

그림 1-9.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내용

[차이나리스크 연구모형창출]

[차이나리스크 체계화]

-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결합

- 영역별 리스크 추출과 정리

- 개별영역과 복합영역 결합

- 각 리스크의 배경+현황+추세+대책 서술

- 리스크 간 연계모델 구성

- 각 리스크별 종합 평가
▼

[복합 차이나리스크 구현]
- 연계(영역별 요소 증폭과 상쇄)
- 결합(요소의 중첩과 파급력)
- 구현(전체적인 복합 리스크 관계도)
▼
[중국정부의 대책과 대응]

▼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함의]

- 거버넌스 시스템

- 지리, 문화, 산업 상보성 함의

- 리스크 대응 정책 평가

- 학문, 정책, 기업 시사점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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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1. 리더십과 거버넌스
2. 국제 및 외부충격
3. 결핍과 재난
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1. 리더십과 거버넌스
그림 2-1.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기초영역 및 중·대 범위
엘리트 시스템과 정치 안정
현능주의의 안정성
계승(파벌)
정책결정 과정

리더십(제도)

정부능력
권력집중
지방정부능력(자율성)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재정

중앙-지방(운용)

리더십과
거버넌스

지방이기주의
엘리트충원 과정
부패
불신·불만

신념(actor)

사화(四化)현상

자료: 필자 정리.

중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
제로 불안한 정치안정성에 있다. 정치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는 중국
의 오랜 역사적 맥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9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는 농
업사회를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
들에 의해 자원의 관리와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인민은 대리인들을
황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황제 대리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방 관료
들이 중앙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의 이반을 보이지 않는 한 중국 사회는 안정된
지배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인민과 황제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
니라 황제와 지방 대리인 관계라는 중앙권력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해 체제를

9 전인갑(2012), pp. 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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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지방 관료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부여
받는다. 따라서 황제로 대표되는 중앙의 이익과 지방의 관료로 대표되는 지방
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한 중국 사회는 늘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리
고 정치는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방 관료의 이익과 황제의 이익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이반되는 경우 중앙과
지방은 갈등에 직면했다. 중국의 이른바 반란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
했다. 반란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거나 당시 집권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정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0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원 배분과 이익
교환을 둘러싼 합리성이 아니라 지방 관료와 황제 간에 벌어지는 이익을 보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로 파생되는 체제의 불안정성이다. 즉 체제의 문제
와 이익 배분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할 것인
가 아니면 질서 변혁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신념의 문제 혹은 의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익의 배분이나 교환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방식의 접근
은 결탁이나 타협이라는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수반해도 체제 자체를
뒤집을 만한 폭발력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충돌할
경우 이는 조정이나 배분의 문제를 넘어선 일종의 이익을 둘러싼 유(有)와 무
(無)의 문제로 확대된다. 이러한 이익 존재와 관련된 갈등은 체제 변화 압력으
로 작용한다. 그 결과, 체제는 안정성을 잃고 전도되거나 전복될 수도 있다. 중
국 역사에서 지방으로부터 체제 전복, 이른바 반란이 체제 변화를 불러온 이유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치 안정에 대한 우려와 실제로 불안한 정치 안정성은 체제 혹은
체제를 유지하려는 관성으로서의 리더십,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세련된 운용방식

10 林尚立(2009), ｢在有效性中累積合法性:中國政治發展的路徑選擇｣, pp. 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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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중앙과 지방의 안정된 협력관계, 체제와 운용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려
는 공통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신념의 문제라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
다. 즉 이 세 요소가 체제 갈등을 봉합하고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사회 시스템은 마오쩌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체제 압력의 완충 역할을 했
던 중간 관료, 즉 황제의 명을 대신하는 중간자의 역할은 미미했다. 중앙과 지
방이 유기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인사 통제를 통한 수직적 위계관계로 재편되면
서 지방이 확보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이 축소된 것이다. 이 자율적 공간은 정
책 설계의 공간이 아니라 중앙의 방향에 부합하는 자신의 제도 설계 능력을 보
여주는 정책 유연성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 공간이 없어지면서 안정된 시스
템을 유지했던 정치 구조는 오직 하나의 신념에 기초해서만 작동했다.
이러한 신념에 기초한 체제 내구력의 유지 혹은 체제 안정의 유지는 문화혁
명이라는 역사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중국은 다시 지방에게 자율적 공간
을 열어주는 전환을 추진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개방이다.11 이 시기 지방을 책
임지는 관료가 직면한 중앙과의 경쟁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였
다. 이익의 유무를 둘러싼 경쟁이나 갈등이 아닌 이익을 둘러싼 조정의 폭과 깊
이에 관련된 갈등이라는 점에서 체제를 뒤집으려는 체제 전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역으로 마오쩌둥 시기 신념 하나로 버텨오던 중국의 정치 안정
은 이제 신념이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즉 신념의 위기가 중앙과 지방
간 자원과 이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 관원의 황제에 대한 충성의 약화를 불러온 것과 같았고, 이로
인해 지방이기주의, 지방주의 등이 나타났다.
지방 관원의 충성심에 기반을 둔 리더십, 중앙과 지방의 운용방식 변화, 심지
어 신념의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중국의 정치 안정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

11 이홍규(2014), pp.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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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즉 안정에 대한 우려가 과거에 비해 더욱 증대했고, 심지어 구조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안정에 대한 우려는 정치 안정성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결국 사회 안정 혹은 정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충성심에 기초한 제도이다. 이는 과거에 지방 관료들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적 안정을 꾀했다. 이것은 현재 주로 리더십의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둘째는 유한한 자원을 둘러싼 중앙-지방 관계이다.
중앙-지방 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경쟁과 타협 혹은 배제와 포섭의 토대가 되는
자원과 이익 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 셋째는 전체로서 체
제의 중심을 잡아주는 요소인 신념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치에서 정치 안정
에 영향을 주는 세 요소는 시스템으로서의 제도,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으
로서의 중앙-지방 관계, 전체로서 제도와 구조를 바라보는 신념 등이다.
이들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영역에서 중국의 정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리더십의 안정성에서는 제도적 안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엘리
트 시스템, 현능주의의 안정성, 계승(파벌), 정책결정 과정, 중앙정부능력, 권력
집중이라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운용 메커니즘으로 중앙-지
방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지방정부능력, 즉 중앙의 톱다운(top-down)
방식에 대한 지방과 지방 관원의 자율성, 그리고 중앙에 의해 열려진 공간을 차
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의 관리능력, 지방의 독자성과 중앙과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요소로서 재정, 지방 이익의 극대화에 경도된 이른바 지방
이기주의도 있다. 끝으로 체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이른바 신념 요소로는
엘리트 충원 과정과 이 과정에 대한 믿음, 만연한 부패, 제도와 사람에 대한 불
신과 불만, 사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정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세 요소와 세 요소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제
반 요인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인접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사회나 외교, 경제 영역의 제반 요소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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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복합적으로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의 체제 안정
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체제안정 요인을
검토하는 것과 아울러 인접 요인과의 상호 연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특
정 시기와 특정 국면, 특정 이슈에 제반 요소가 상호 어떠한 연계망을 갖고 체
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비로소 복합적인 성격의 체제
안정 리스크를 잡아낼 수 있다.

가. 리더십(제도)
제도, 즉 리더십은 중앙집권체제와 집권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이다.12 사회적 평가, 즉 사회권력 혹은 인민권력의 직접 통제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에서 리더십의 제약 혹은 구속은 오직 수직적인 통제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여러 행위자를 중앙의 요
구와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표준화된 틀에 맞춘 자원으로 만들어낸다. 고대
에는 이것이 과거제였고 지금은 간부충원제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
동할 경우 위계적인 수직체계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위계 구조
에 영향을 주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익을 둘
러싼 갈등이 아니라 대부분 영도(領導)라고 하는 톱다운 방식의 권력 전달 방식
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그 시스템은 충성을 담보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변화에 직면하며 안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는 단기간 변동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 부식과 침식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
다. 즉 비록 위계적인 구조이지만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한 승진과 충원, 예상했
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리더십의 부식은 시

12 이정남(2017), pp.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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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고 중앙에 대한 충성심은 급격히 낮아져 정치 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
져오는 것이다.
간부 시스템, 엘리트주의가 갖는 안정성, 계승과 파벌로 구축되어 체제 유지
에 영향을 주는 현 간부관리 구조, 합리적이라고 예상되는 정책결정 과정, 자원
의 배분과 조정에 간여하는 정부의 능력 여부, 특정 부문과 영역으로 몰리는 권
력의 과도한 집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요소는 제도에 영향을 주는 리더
십 요인이다. 중국 정치에서 이러한 요인은 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동해
야 했다. 또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왔다. 이것이 바로 제도안정
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내적으로 부식하면 그 내구력은 현저히 낮아졌
다.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중앙과 지방이 다르고 리더십 간에도 다르다. 따
라서 단기간에 이들 요소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
니다. 그러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고 또한
일정한 요소가 몇몇 요인과 융·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중국 정치
의 제도적 취약성은 훨씬 심각하게 정치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1) 엘리트 시스템과 정치 안정
가) 현황
관료가 지배하는 관료주의적 전통을 경험한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 지배체제를 당-국가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그 맥락은 여전히 매우 고
도로 집중된 엘리트 시스템이다.13 당-국가 체제는 당의 이데올로기를 국가 통
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체제를 말한다. 당과 정부라는 두 축의 관리체계를 가
진 수직적인 통치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휘권의 수직적, 수평적 교
차라는 이중 영도의 관료체제를 구축했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 시스템의 핵심
이다. 따라서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이 엘리트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

13 성균중국연구소(2014), p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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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이 개인과 사회를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통제 이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통제 이완은 개혁개방으로 인해 이미 전 사회에 중요한 사회 시스템으로 정
착되었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민주주
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권
위주의체제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한다. 그 근간이 바로 잘 선발되고 육성된 엘
리트에 의한 통치 시스템이다. 즉 엘리트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바로 중국 정
치 안정의 핵심 요소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엘리트 시스템은 충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 요소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톱다운 방식의 권위 시스템에 매우 경도되어 있다. 따라서 엘리트 정
치가 갖는 내적 역동성이나 경쟁에 기반을 둔 창의성은 덜 중시된다. 상명하복
의 위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창의성보다는 수행능력이 중시된
다. 따라서 상부에서의 지시가 혼란에 빠질 경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현상
이 벌어질 수 있다.
고도로 집중된 엘리트 시스템은 과거 전통시대에 있었던 이익의 유무를 둘
러싼 갈등의 소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서로 상이한 이익에 기
초하여 시스템을 붕괴하고 배타적 이익을 향유하는 정치적 공간이 현 정치 구
조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가 체제 내부에서는 이를 전혀 용납
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과거와 같이 지방 관료들이 제후들과
결탁하고 사군(私軍)을 동원하여 중앙에 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현저히 약
화되었거나 심지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엘리트 시스템이 비록 내부 이익을 둘
러싼 갈등으로 미세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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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점수: 4)
엘리트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 요인을 안고 운
영된다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운용 과정에서 언제든지 내적 갈등을 유발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성은 아
니다. 오히려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행위자들의 이익 조정을 둘러
싼 갈등이다. 따라서 자체보다는 엘리트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엘리트 교체라는 특정한 시기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연재해나 대규모 재난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적시에 작동되지 않아 체제 자체의
불신 요인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엘리트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와 특정 사건이
엘리트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준다. 한편 엘리트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파생되기보다는 제도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위험의 정도는 특정 시기가 임박할수록,
그리고 특정 사건의 정도가 파급성이 지대할수록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엘리트 시스템은 시간 변수와 특발(特發) 사건의 사회적 파급 정도에 따라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중국은 엘리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력 교체기
와 같은 특정 시기에 사상과 이론 학습 등을 강조한다. 특정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 기구를 설립하거나 특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혁신한다.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예
컨대 톈진(天津) 폭발 사고가 났을 때와 같이 중앙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한 경우도 있다.14 따라서 특정 시기와 특정 사건이 맞물
리는 경우 엘리트 시스템은 매우 동요하게 되고 이는 정치 안정에 바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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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그 발생이 특정 시기와 맞물리지 않는 경우 엘리
트 시스템은 매우 보수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권력 교체기에 특
정 규모의 재난이나 사건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할 경우 엘리트 시스템은 매우
큰 동요를 받는다. 시기의 민감성도 있지만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시
스템 동요를 막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책이 시스템
자체의 약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체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신념의 변
화를 초래할 수는 있다. 결국 엘리트 시스템은 권력 교체기라는 특정 시기와 함
께 대형 재난이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매우 높아진다.

(4) 지속성(평가점수: 3)
엘리트 시스템이 체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
간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축적되어 특정 시기가 되면 폭발해야
한다. 그러나 엘리트 시스템은 정기 개최되는 당대회나 양회(兩會) 등 매우 정
형화된 제도화의 과정에서 그 주기성이 나타난다. 엘리트 시스템이 비록 격렬
한 갈등을 겪고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정 시점을 지나는 경우 그 위
험성이 급격히 약화된다. 예를 들어 당대회 개최 시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시스
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공식 추측이나 기대가 시스템
바깥에서 출현한다.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부 의견이 여과 없
이 외부로 표출되어 내부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15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 시스템 관련 갈등과 대립도 특정 시기를 거치고 나면
바로 체제 안정의 구심력이 작동한다. 그리고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통일
모드로 급격히 변화한다. 따라서 엘리트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요소는 특정 시
기를 전후하여 극적인 전환을 맞는다. 특히 당-국가 체제에서는 이 부분이 체

14 양갑용(2015), pp. 32~38.
15 조영남(2012), pp.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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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정에 위험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체제 안정
을 위협할 정도까지 리스크가 확장되지는 않는다. 시간의 추이를 통해 체제 내
적으로 수렴의 정치가 작동한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5)
중국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사회이다. 제도로서 엘리트 시스템은 시대와 공
간을 초월하여 안정성을 갖는다. 거대한 대륙 구조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변화하거나 파괴되지는 않는다. 중국혁명과 같은 거시적이
며 패러다임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스템이 변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
다. 그러나 특정 시기와 특정 사건과 맞물리는 경우 엘리트 시스템 자체가 영향
을 받는다.
중국 당국은 엘리트 시스템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
치를 취한다. 그것이 바로 임시 중앙 공작조를 파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벌백
계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 당원과 인민에게 중앙
은 신뢰할 만하다는 신호를 만들어낸다. 즉 안정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기
반이 된다. 따라서 당국 입장에서는 빠른 조치와 과감한 인사 조치를 통해 엘리
트 시스템 동요로 파생되는 불안정 요소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일정 기간이 지
나면 문건 등을 하달하여 사상 통일을 이루고 제도를 보완한다. 앞으로도 이러
한 패턴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나) 종합 평가
엘리트 시스템은 중국 체제 안정의 근간이며 핵심 요소이다. 엘리트는 대의
정치를 통한 체제 안정에서 당과 국가의 최상층부와 기층의 대중을 연결하는
중간자이며 매개자이다. 이들은 중국 정치를 작동하는 핵심 행위자이기도 하
다. 엘리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중국 정치가 체제 구심력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엘리트 시스템은 다원적 사회 변화와 함께 언제든지 갈등을 내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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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시스템 자체가 리스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능성은 체제 자체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
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시간적으로 간부 교체나 권력 교체의 주기와 맞
물려 일시적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특정 시기를 넘을 경우 리스크 요소는 줄어
드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 또한 엘리트 시스템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간부제도의 혁신, 당과 당원의 관계, 당과 정부의 관계, 정부의 위계관리 등 다
양한 차원에서 거버넌스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현능주의의 안정성
가) 현황
중국은 간부 충원을 통한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간부는 매
우 높은 수준의 학식과 명망,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역사적
으로 전통사회의 영향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학자나 관료, 지주
엘리트 등 전통사회 지배세력을 형성했던 이른바 사회 지배층은 정치뿐만 아니
라 경제, 문화 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다.16 따라서 현재에도 이들의 영향은 비단

16 민귀식(2012a), pp.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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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전통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사회 전반에서 현 정치체제가 잘 작동되도록 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
고 있다. 중국은 900여만 명의 과원급(科員級) 간부에서 25명의 정치국 위원에
이르기까지 간부 위계 구조가 관료적으로 짜여 있다. 현능주의(賢能主義) 시스
템은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 성장한 간부들의 영향력을 극대
화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능주의 추세는 정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중앙에서 기층에 이르는 당과 국가의 정책과 조치가 이 시스템을 따라
흘러간다. 사실 이들을 선발 및 관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바로 현능주의이다.
이들 간부에게는 우선적으로 사회자원을 배분하면서 체제 내로 수렴하는 경향
성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능주의에 입각한 간부 구조의 안정성이 제
대로 작동하는지는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현능주의는 매우 정교한 위계 구조에 기초해서 작동한다.17 급별 층위가 분
명하고 그 층위에 해당하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확실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따
라서 현능주의는 성과와 결과에 기반을 두고 간부 구조를 역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국 사회 안정의 유지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현능주의는 급
별(級別) 관리에 기초한 간부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시스템
이다. 이 과정에서 파격적인 승진과 강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현능주의는 간부 선발 및 임용과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종의 합의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다. 이는 서방식 선출의 개념과는
다르다. 능력과 가능성을 겸비할 경우 당내 합의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중급 간부로 육성한다. 이러한 제도는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17 장용러(2014),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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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능주의가 현실에 안주
하여 기득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정치 발전을 정체시키거나
때로는 성과에 집착하여 과감한 모험이나 창의적인 실험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2) 위험성(평가점수: 3)
중국의 현능주의는 간부와 이들의 성과를 연결하는 독특한 중국의 간부 관
리 시스템이다. 동시에 사회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먼저 정책의 연속성이다.
권력 교체가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새로운 변화
를 모색하는 정치 과정이 매우 예측 가능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설령 간부의 개
인적인 과오에 의해 정책이 이완되는 경우에도 매우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하
다. 정책의 이완과 수축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는 정치체제의 적응력과도 관련된다.
다음으로 현능주의는 예측 가능한 승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장 가능
성이 높은 간부들이 부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기에 간부를 선발, 육
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앙당교 등 국가급 교육기관이 이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능주의는 마치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고 있다는 취
약성도 있다. 인재풀 외부에서 자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풀 내에서 자원
을 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체제 혁신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내적 통합을 더 중시
되면서 역동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현능주의는 유능한 인물을 간부로 등용하여 위임 통치를 맡기고, 이것이 중
국 전역에 고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잘 갖춰져야 작동이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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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부 등용 과정에서 유능한 인물을 선발하는 기준에 공식적인 조건과 함께
때로는 비공식적인 요인이 상호 결합되어 복잡하게 나타난다. 간부 체제 내부
의 좋은 평가가 인민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이른바 심리적 간극이 존재할
수도 있기에 이 차이를 부드럽게 축소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내부의 합의
가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현능주의 자체가 공격이
나 비판, 심지어 회의적인 시각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현능주의의 운용이
개방적인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제한될 경우 그 결과가 대중
의 지지와 성원, 심지어 당내 합의도 받지 못하는 경우 현능주의 안정성이 심각
한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안정성의 위협은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
우를 반영하는 인식의 연장선에서 해당 이슈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와
관련된 사례가 폭증하고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 현능주의의 안정
성은 심리적인 우려의 수준을 넘어 사회 안정의 위협으로 증폭될 수 있다. 현능
주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간부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부패나 부정 문
제에 대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준비 정도와 대응 정도
의 수준과 수위에 따라 현능주의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도덕적 일
탈, 부패나 부정의 처리 정도에 따라 현능주의의 안정성이 변화할 수 있다. 이
는 사회분화에 따른 사회현상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잡성을 띠기 때문
이다.

(4) 지속성(평가점수: 3)
현능주의는 유능하고 어진 인물을 선발하고 조기에 승진시켜 지도자로 성장
시키는 시스템이다.18 여기에서 학습과 교육 기제가 활용된다. 공개선발 과정
을 통한 간부 인선과 함께 특정 시기에 필요한 젊고 유능한 간부 선발이라는 내

18 주장환(2014), pp.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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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능주의는 간부제도에서 내부 합의라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능주의가 잘 유지된다는 것은 내부 정치가 잘 작
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내부 정치의 원활한 작동은 현능주의가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소 측면에서는 약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능주의는 표류하게 된다. 심지어 특정
인의 권위적 지위에 의해 작동할 수도 있다. 이는 체제 안정의 근간인 합의의
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19
대 정치국 위원 인선 과정에서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서기의 경우 3단계 이상
을 뛰어넘는 승진 인사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 현능주의는 권력 교체기나
인원 교체기에 제도화된 수순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외화되어 나타난다.
그 자체로서는 시간 변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통제가 가능하지
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요소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주기적
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5)
중국 정부는 현능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일탈에 대한 엄
중한 사법적 처분을 도입하고 있다. 당 기율 위반 관련 조례의 제정 등 관련 문
건의 생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일탈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처벌하기 위해 간부 강등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2017년 11월 9일 충칭시 간
부 무허핑(沐華平) 부시장이 기율 위반으로 부시장 직급에서 파면되고 부청급
(副廳級) 직위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2018년 4월 산시성 정청급 간부가 과원
으로 6단계 강등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현능주의 자체를 기초에서 부식하는

19 19대에서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는 19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대표에서 중앙후보위원, 중앙위

원을 건너뛰고 바로 정치국 위원에 임용되었다. 차이치는 시진핑의 오랜 비서이자 측근이었기 때문
에 이러한 파격적인 승진 인사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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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간부 일탈에 대해 강등이라는 강수를 두고 접근하고 있다. 이는 당과 국
가의 대응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시범적으로 베이징, 저장, 산시(山西) 등 세 지역에
서 추진되었던 감찰위원회 개혁이 19차 당대회와 13기 전국인대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감찰위원회
개혁을 전국 31개 성급 전 지방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20 이는 현능주의
에 대한 부식을 막고, 특히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통해 현능주의 안정성을 담보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중앙 차원의 전략적 대응수준을 보여준다. 현능주
의라는 골간을 부식하는 개인 및 조직의 일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능주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나) 종합 평가
대니얼 벨(Daniel A Bell)의 지적에 따르면 현능주의는 매우 중국적인 완결
된 통치 기제 가운데 하나이다.21 이는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압도하는 새
로운 차원에서 중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엘리트 내부 정치가
합의를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급별 층차의 상하를 막론하고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
는 리스크 요소이다. 현능주의가 갖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서는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 중국의 내부 정치는 합의라는 제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합의 자체를 파기할 정도로 현능주의 시스템이 특정 세력
이나 특정 지역의 배타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능주의는 사회 변화의 여러 현상을 담아내는 정책결정에서 유능하고 온
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사회분화 현상이 지속될수록 체제 안정에

20 성균중국연구소(2018).
21 성균중국연구소(2014), p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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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서방의
정치전통과는 다른 중국적 특색을 띠고 있다. 현능주의의 장점과 우월성을 강
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능
한 현능주의가 중국적 거버넌스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3) 계승(파벌)
가) 현황
중국 정치에서 공식적으로 파벌은 존재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는
단결을 해치고 통합을 약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 등 기존 정
치에서 보여준 이른바 파벌적 행태가 가져온 분열과 혼란의 경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파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은 다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파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22 파벌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서방의 시각은 중국과 다르다. 중국 내부, 특히 당내
에는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파벌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히려 파벌 간의 갈등과 대립이 중국체제

22 조영남(2016), pp.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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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단(政壇) 내부에서는 개혁개
방의 속도, 깊이, 범위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노선과 이념에 따른 이견 그룹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초기부터 존재했던 혁명 방식
에 대한 이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당내에서는 도시 노동자 중심의 혁명
을 주장했던 그룹과 농민 중심의 혁명을 주장했던 그룹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당권파로 불리는 부류도 있었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발전의 속도
를 둘러싸고 완급을 주장하는 보수파도 있었다. 물론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그
룹도 존재했다. 장쩌민 시기 이후에는 출신 성분에 따라 상하이파, 태자당파,
공청단파 등으로 불린 세력이 존재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서
로 다른 시각을 가진 세력이 없다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대립 구
도가 체제 안정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파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방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른바 파벌(faction)이나 파벌주의(factionalism)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없지 않다. 최근까지도 경제 발전을
위한 시진핑식 이른바 공급 측 구조개혁의 입장과 리커창의 성장을 통한 발전
정책이 경쟁하고 있다. 노선에 따른 갈등은 때로는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어 정
치체제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 2006년 당시 상하이시 서
기 천량위(陳良宇)의 실각은 표면적으로는 사회보장기금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었지만 그 내면에는 후진타오 권력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청년단 그룹과 장쩌
민으로 대표되는 상하이 출신 그룹의 갈등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에서 파벌 혹은 파벌투쟁은 잠재적으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 정
책을 둘러싼 세력 간 경쟁이 격화되는 경우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변화될 수도 있
다. 따라서 중국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서도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59

격렬한 투쟁이나 정책 갈등은 간부 그룹의 분화를 부채질하고 심지어 체제 자
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위 파벌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 안
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2) 위험성(평가점수: 5)
파벌이 존재한다고 해도 파벌투쟁이 체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격렬하게
발생할 것인가는 별개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파벌 자체 혹은 노선이나 방법의
분기에 따른 갈등을 파벌 투쟁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 정치가 갖는 내적 합의 과
정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개혁 자체를 거부
하고 마오쩌둥 시기로 돌아가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그룹은 현재로서는 찾
아보기 어렵다. 당내에서 이미 개혁개방에 합의하고 발전노선이 공인된 상황에
서 이를 돌리려는 세력이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파벌투쟁보다는 특정 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가령
분세제 개혁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사실 파벌투쟁이라기보다는 정책
추진에 대한 완급 조절, 기회의 균등과 효과의 점유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대부
제 개혁을 위한 정부 내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철도부 등 이른바 기
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있었다. 이는 파벌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아니다.
파벌적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사례는 대부분 이익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된다.
따라서 정책과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보시라
이 사건에서도 보듯이 일단 파벌 간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 사회 안정에 심대
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당원과 대중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고
체제에 대한 신념을 급격히 약화했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파벌적 이해가 정치 과정에서 중시되는 이유는 간부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
다. 성과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판단하느냐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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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계에 따라 자신의 거취나 지역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경제공동체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벌적 이해관계에 따른 계승 과정에서는 성
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 시스템은 대부분 상급 조직의 평가가
사회적 평가보다 중요하게 고려된다. 평가자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파벌적 이해관계에 따른 비공식 네트워크 구축의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
파벌적 이해관계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토, 주권, 인권 등
의 문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23 이는 당-국가 체제의 공통의 속성에 관련된
일에 파벌적 관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개혁개방이라는 큰 방
향을 두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문제는 파벌적 이
해관계를 초월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혁
개방을 둘러싼 폭과 깊이에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핵심 이익 차원이 아
니라 다원적 경제사회적 이권이 개입되는 경우 파벌적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따라서 경제사회 현
상에 따른 상호 다른 이해관계가 파벌적 관계에 개입되는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의 복잡성이 파벌적 이해
관계의 복잡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4) 지속성(평가점수: 3)
파벌이 갈등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인사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권력 교체기
에 자파 세력을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으로 더 많이 포함하려는 과정에서 나
타난다. 지방에서는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 진입 노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리고 이것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국 국내 정치에서 파벌투쟁의 형태이기도 하
다. 시간 추이를 봤을 때 파벌투쟁 혹은 파벌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23 서상민(2017), pp. 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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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는 인선이 임박한 시기이다. 예컨대 19차 당대회에서 누구를 정
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킬 것인가, 누구를 정치국 위원으로 올릴 것인가, 13
기 전국인대에서 누구를 부장이나 부부장으로 승진시킬 것인가를 두고 정치세
력 간 상호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러나 일정 시기가 지나고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급격
히 약화된다. 따라서 계승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이 시간 변
수는 5년 주기로 극대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음으로 파벌투쟁 혹은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지점은 특정 정책
을 둘러싼 효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다. 이는 정책의 속도, 범
위, 깊이와 관련된 완급의 조절과 관련되어 벌어지는 정책갈등이다. 이러한 정
책갈등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관계의 훼손이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득권
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세력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원 배분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관련된 경쟁으로 외화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행태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비슷하다. 특히 부부장급 이상
간부 임명에 관한 권한이 중앙조직부에 있는 것과 달리 여타 간부의 인사권은
해당 지방의 최고책임자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책임자가 어느 세력과 연계
되어 있는가도 체제 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파벌투쟁의
발생 여부, 그리고 그것이 체제 불안의 요소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아닌
지 여부는 지도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누구와 친소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평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가 권력 교체
기에 접근할수록 원심력이 높아진다. 이 시기를 지나면 리스크 요소의 영향력
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계승을 둘러싼 파벌적 갈등은 주기적으로 발생하
지만 그 지속력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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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점수: 5)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승의 정치를 파벌적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 그렇
기 때문에 파벌을 단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다. 다만 세
력권에 편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일탈 간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파벌적 움직임을 제약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세력을 달리하는 그룹 모두가 공통으로 갖는 생각
이다. 즉 자파 세력의 규모에 관계없이 파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 현상을 보
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
승을 둘러싼 갈등의 근원을 부패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다.24
계승의 정치가 권력 교체기와 맞물리는 경우 이를 중재하고 소통을 책임질
공론장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른바 원로정치를 통해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정치가 파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우 중심이 흔
들리는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다.25 사실 중국의 정치세력 간 경쟁은 구심력보
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여 체제의 안정 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를 중심에서 잡아줄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당과 정부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개혁개방 초기 고문위원회(顧問委員會)라는 제도가 존재했다. 평반
(平反)으로 복귀했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간부를 모아놓은 집합소는 아니다.
고문위원회처럼 중재와 소통의 새로운 제도로 부활된다면 당과 정부의 대응수
준은 제도 차원에서도, 그리고 실효성 차원에서도 매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다. 즉 원로정치의 제도화가 비제도화된 정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종합 평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파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파벌에 따른 체

24 윤성석, 김순옥(2017), pp. 221~253.
25 김수한(2012), p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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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
제사회의 구체적인 현상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 존재한다. 이것이
성과 평가 시스템과 맞물릴 경우 파벌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파적 이해가 개입
된다. 특히 성과(成果)와 고과를 함께 연동하여 간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
다. 이 지점에서 평가 주체와의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간부 개
인 차원에서든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비공식 관계망
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치권력의 권력 배분에서 갈등을 유발할 경우 당내 합
의라는 전통의 유산이 무너지는 시스템의 위기를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원
과 대중의 불신과 불만으로 대표되는 신념의 위기에 봉착할 경우 중국의 체제
안정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파벌적 속성은 간부 개인을 통해서 투사
되고 간부 선발과 충원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
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간부제도 운영의 불합리와 불공정한 사례가 가져올 리
스크를 인지한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를 완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간부의 선발과 승진은 물론 도태와 강
등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대응수준의 제고 필요성에서 나
온 조치이다.26

26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12일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第十八屆中央紀律

檢查委員會第六次全體會議)> 모두 발언에서 간부 선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분명한 규칙(明規矩)’을

세우고, ‘암묵적 관행(潛規則)’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능한 자는 승진시키고(能者上) 변
변치 못한 자는 강등하고(庸者下), 나쁜 자는 도태(劣者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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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4) 정책결정 과정
가) 현황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국가 체
제의 특성에 기인하여 과정도 복잡하고 외부로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특
히 블랙박스라고 불릴 정도로 투명하지 않다. 따라서 외부 관찰자들이 내부 정
책결정 과정을 관찰,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27 중국 몇몇 학자
의 연구에서도 자국의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중국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정이 비록 베일에 싸여 있다고 해도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의 정
책결정 과정은 다원화, 전문화, 제도화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른
바 중국식 결책 과정을 실험해왔으며, 그 나름 숙련된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정책의 성격이나 특정 시기와 맞물릴 경우
중국 정치의 내부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치 안정 리스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27 이문기(2014), pp. 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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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점수: 2)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톱다운 방식과 보텀업 방식이 상호 결합된 독특한
형태이다.28 이를 중국은 이른바 민주집중제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톱다운
방식의 정책과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외부 관찰자
는 해당 정책의 성격과 시기와 관련하여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먼저 정책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 핵심 이익과 관련
된 정책, 예컨대 영토, 주권, 인권 등 문제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책결정 과정이 나타난다. 이슈 혹은 안건의 성격이 국가 안위나 사회 안정,
즉 국가나 사회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인 경우 정책결정 과정
에서 나타나는 체제 안정 리스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최종 결정
권은 당과 국가의 최고위급에 있으며,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
등과 모순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심각한
체제 안정 리스크 요인은 관찰되지 않는다.
연성 이슈, 예컨대 경제발전과 그것의 방식 등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여러 이
해당사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심지어 이러한 이슈는 자신들이 처한 계급
적, 지역적, 당파적 이익에 따라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내포한다. 따라서 연성
이슈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노정할 수도 있다. 2013년
전국인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세수 조정에 대한 표결 결과도 이를 잘 설명
한다. 일부 전국인대 대표들이 중앙에 비해 지방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해당 법
안에 반대했다. 정책결정의 이슈가 경성이냐 혹은 연성이냐에 따라 갈등의 정
도가 달라진다.
정책의 성격과 함께 정책 시기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권력 교체기에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차기 권력 구도와 맞물려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발생한
다. 현재의 당-국가 체제는 5년 주기 연임 구도이다. 후반기 5년의 권력 교체기

28 김흥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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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가올수록 중앙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방과 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당파
적 이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성격의 정책일지라도 권력 교체기
에 접근할수록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이익 갈등
이 싹트게 된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권력 교체기를 지날수록 정책결정을 둘러
싼 갈등 요인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점수: 3)
정책결정 과정의 위험성은 정책의 성격과 시기와 맞물려 증감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성 이슈의 경우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성 이슈의 경우 그 적용 시기가 권력 교체기와 조응할 때 자칫 다원적 이익을
주장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중국 정책결정 과정의 위험성은 이슈의 성
격이 연성이냐 경성이냐에 따라, 그리고 발생 시기가 권력 초기냐 아니면 권력
교체기냐에 따라 위험성의 고저가 나타난다.
경성 이슈는 모든 시기에서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적게 나타나는 반면에 연
성 이슈의 경우 권력 교체기가 임박할수록 대립과 갈등을 노정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다. 즉 경성 이슈일수록 권력 교체기에 임박하여 정책결
정을 둘러싼 과정상에서 개입과 갈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권
력 교체 임박기에 해당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
고 이는 리스크의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3) 복잡성(평가점수: 2)
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당-국가 체제라는 체제적 제약을 받고 있다. 따
라서 완전한 의미의 탈권위적인 방식으로 정책결정 과정이 파편화되어 전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 투명
한 정책 과정이 필요한 민주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복잡성이 있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복잡성은 바로 정책 이슈의 성격, 시기와 관련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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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이미 중국 사회가 다원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
존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해서는 그 정확성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과 시간이라는 씨줄과 날줄로 교직되는 정책 과정을 입
체적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단편적인 정책 이슈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 ‘산술적
합+α’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책결정 과정의 복잡성
은 매우 높다. 부문의 이익과 당파적 이해가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복잡성은 조정과 관리의 필요성을 높인다. 따라서 복잡성이 높을수
록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점이 바로 중국의 정책결
정 과정이 갈등과 대립의 리스크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4) 지속성(평가점수: 1)
정책결정 과정의 지속성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미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 혹
은 폐기 등 정책 처방이 내려진 이상 해당 정책 이슈는 이미 리스크로서의 성격
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 불확실성을 높인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리스크의 증대를
초래한다. 하지만 당-국가 체제 특유의 상명하달식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정
책 불확실성을 일거에 제거하기 때문에 특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유발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따라서 특정 이슈가 그 이슈의 성격이 경성이든,
연성이든 아니면 시기적으로 권력 초기든 아니면 권력 후반기 등 특정 정책으
로 이슈화되는 안건은 지속성을 가지고 정치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리스크의 지속성 측면에서 정책결정 과정은 지속성이 매우 낮은 리
스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정 이
슈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더라도 새로운 이슈에 대한
리스크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한 리스크가 완전히 소
멸될 수는 없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리스크를 관찰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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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다. 이 경우 반드시 리스크 제거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진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이슈에 관련된 리스크적인 요소가 지
속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리스크적 요소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4)
정책결정이 가지는 리스크적인 속성은 바로 그 불확실성에 있다. 그러나 정
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관리 모드에 진입하는 이상 리스크를 유발하는
갈등과 대립은 그 자체로 현저히 감소한다. 따라서 중국의 당·국가 체제가 갖
는 상명하달식의 톱다운 정책 조정 방식은 적어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적인 요소를 일거에 상쇄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체제 구조적인 장점이
다. 즉 정책 이슈가 체제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
정에서 드러나는 일시적인 대립과 갈등은 정책의 거시적인 조정과 함께 정책결
정에 참여하는 각급 간부의 위계적인 교육과 학습 등을 통해서도 관리,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대응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종합 평가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개연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슈의 성격이나 시기와 맞물려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은
각급 이익에 경도되는 당파적 이익이라는 복잡한 과정도 내포한다. 그러나 리
스크의 지속성 차원에서 보면 당-국가 체제가 갖는 특유의 관리, 조정 능력에
의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당국의 대응수준이 높고, 특
히 그 능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의 완전한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당과 국가는 늘 이 문제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국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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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종의 만성적인 문제이다. 즉 근원적인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주
요 행위자 간의 협의와 합의가 중요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버넌스가 중요
하게 부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5) 중앙정부능력
가) 현황
중앙정부능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입안, 추진, 실행, 평가에 이
르는 전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진행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정부의 실제 능력과 관련된 문제이며, 정부 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
다.29 따라서 정부가 의도하고 기획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 목표 등에서
중앙정부능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정부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
한다. 이 점은 사회주의 중국이 정부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강제력, 구속력 측
면에서 정부의 능력을 평가할 경우 중국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는 여

29 양갑용(2013), pp. 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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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높은 중앙정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력
과 구속력 차원에서 보면, 나날이 협의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
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중앙정부능력을 정부 효율성 차원으로 한정하는 경우 중국은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중앙정부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의 3대 요소를 국가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생산요
소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중
국의 중앙정부능력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생산요소 차원에서 중앙정부
능력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들 요소 간의 안정적인 형세를 해치는 리스크 요
인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중앙정부능력을 생산요소 차원에만 한
정하지 않고 정부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면 자원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의 생
산요소가 강제력과 구속력 차원에서 리스크 발생의 개연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특히
당-국가 체제의 체제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
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과 구속력 차
원에서 중앙정부능력을 평가할 경우 사회의 다원적 변화가 리스크적 요인을 높
인다. 당-국가 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된다고 해도 중국은 체제 내에 존
재하는 다양한 자율적 기제의 제고를 통한 발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특정 요인을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즉 다원적
인 사회 변화는 다양한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중앙정부능력의 약화
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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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점수: 4)
중앙정부능력의 약화,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제외하고 특정 요소의 강제
력이나 구속력이 약화될 경우 중앙의 통제력 약화가 초래된다. 이는 중앙정부
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특히 중앙정부의 능력 약화는 지방 간 첨예한 자원 배
분 조정능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에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중앙의 능력 약화는 자칫 지방 간 약육강식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는 안정에 대한 불안을 증대하고 안정성의 기초인 중앙의 중심 역할이 제대
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능력의 약화는 바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은 안정된 질서의 확보에 불리하게 작
용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능력의 약화는 정치 안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능력의 약화는 비단 자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사회 내
부의 여러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관리할 주체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복잡성(평가점수: 5)
중앙정부능력의 약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경제영역에
서 자원 배분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정 지역과 부문
에서 자원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균형적인 성장이나 충분한 성장이 지체되고,
심지어 지방이기주의나 지방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중앙정부능력의 약화
는 사회 안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휘발성이 높은 요소이다. 즉
이미 중국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한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로 점점 변화할 것이다.
인구, 도시, 농민공, 가족계획 등 다양한 사회 이슈가 충돌하고 경쟁하는 상
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중앙정부능력의 부재는 자칫 사회 혼
란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은 대규모 시위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능력 요소는 점증하는 다양한 사회요소와 결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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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화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능력이 여러 요소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향후 여러 혼란 유발 요인
과 폭넓은 접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지속성(평가점수: 4)
중앙정부능력 요소는 중국 사회가 지속되는 한 정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변화에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능력의 유무가 바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관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요소는 경제사회적인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다원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 흐름상 중앙정부능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화에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더욱 빠르게 나
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2017년 말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벌어졌던 농민공
집단 거주지 화재사건, 그리고 이 화재사건을 기화로 발생한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단기적으
로는 정부의 정책조치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민의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고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결국 중앙정부능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고 급기야 당과
국가에 대한 신념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1)
정부 존재의 근거는 국민의 안녕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이 조건이 안전하게 관리 및 통제되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능력은 사실상 중국에서 당과 국가의 대국민 정서를 보여주는 실제적
인 지표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지방으로 갈수록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과 회의
가 높아지고, 이는 급기야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0 베이징시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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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강제 철거는 비단 베이징시 정부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
한 불신을 잉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능력을 잘 갖추고 적절히 대응하여
인민의 기대와 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것이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 다원화,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발전의 결과, 중앙정부능력의 변
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적응력과 적응도는 당-국가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
는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능력을 위협하는 여러 요
인의 지속성은 중국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수준 역시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높
아져야 한다. 현재 중국은 인민을 정책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군중주의적 작풍
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일단 관
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기도 하
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점차 구조적인 대응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나) 종합 평가
중앙정부능력은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중국은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체제
적 필요성이 있다. 이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
필요 요소이다. 점증하는 사회 다원화 추세에서 이들 이익을 조정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체제 안정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위험성 차원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복
합적인 과정이다.
즉 중국의 체제 변화 추세는 일원에서 다원으로 이어지며 점차 전문화, 제도

30 홍콩중문대학 리롄장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농촌지역에서 농민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

정부로 갈수록 높아지고 지방정부로 갈수록 낮아진다. 지도자에 대한 지지 역시 중앙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지방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주민과 직접 관계를 맺는 지방일수록 정
부의 능력에 대한 국가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방정부의 정부능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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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중앙정부능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
앙정부능력은 여러 사회 변화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매우 복
잡한 양태를 띠며, 심지어 사회 변화와 함께 지속된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
를 매우 중시하고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6) 권력집중
가) 현황
2016년 10월 18기 6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내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
다. 이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당내 합의를 통해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핵심 지위를 사실상 본인의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당내 원로들의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도적인 지위
를 확보하기 위한 관건적인 요소로서 핵심 지위의 획득은 바로 이어진 19차 당
대회에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으로 확대 강화되었다.31 그리고 시진핑 사상은
13기 전국인대를 거쳐 ｢헌법｣에 수록되었다. 이러한 1인 권력집중 현상은 중
국공산당이 창당 이후부터 간직해온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의 전통과 배치되는

31 19차 당대회 정치보고와 관련 의미에 대해서는 성균중국연구소 편(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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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해석된다. 시진핑 주석 개인의 권력집중이 가져올 정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확산했다.32
이러한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은 개인 우상화 혹은 개인 숭배에 대한 문화대
혁명의 폐해와 같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비판자들은 시진핑으로의 권
력집중이 심지어 마오쩌둥 권력에 버금가는 황제적 권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한
다. 이러한 평가는 중국 사회가 유지해온 이른바 집단지도체제의 정치 행태에
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물론 이러한 권력집중
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한 권력 핵심이 필
요하다는 체제적인 요인과 역사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칫 그 권력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경우 집단지혜를 통한
집단지도라는 중국의 지도체제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리더십 기
반 정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
다. 중국 정치의 체제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에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권력집중은 중국공산당의 오랜 전통인 집단지도라는 정치적 유산과
신념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체제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잉태하고 신
념의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권력이 시진핑 주석 개인에 집중되면서 이른바 권위주의적인 권력집중이 일
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18대 이후 이미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
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33 이로써 집단지도체제의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권력집중은 한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권력집중의 핵심은 시진핑 주석 당사자이다. 최종 결
정권이란 정책과 인사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거나 낙점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32 이정남(2017), pp. 7~39.
33 이문기(2015), pp. 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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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집중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 정치체제는 한층 집중화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집중이 정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권력집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또한 2013년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마오쩌둥이 말한 반장(班長)의 역할을 통한 핵심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정책 조정자로서의 핵심으로 사고하고 있다. 개인권력 강
화의 필연적 선행조치로서 핵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개인권력과 집단권
력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 즉 권력집중을 언급하지 않더
라도 권력집중은 결과적으로 개인권력의 강화로 비진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적
정치 환경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권력의 생성이 아닌 집단 합의에 기초한 권력
의 생성에 기인한바, 개인권력의 강화 혹은 개인으로서 권력집중은 그 자체로 중
국식 사회주의를 약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당원과 인민의 사회주의 정
당성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한다.

(2) 위험성(평가점수: 3)
권력집중의 가장 큰 폐해는 독단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으로
상징되는 마오쩌둥의 1인 지배 후과는 문화대혁명이라는 기형적인 정치현상을
잉태했다. 중국은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인권력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권력이 강화된 정치
행태는 자유로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이익을 대
변하는 여러 이익집단이나 정치집단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특히 특정 개인
이나 집단에 집중된 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도 다원적인 논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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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다는 개인에 집중된 충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요소를 잉태한
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이견을 허락하지 않으며, 특히 이견을 불충(不
忠)으로 간주하여 폭력적인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요소이다.
권력집중은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만 강조할 뿐 민주성을 배제하기 쉽다.
따라서 다원화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
히려 개인의 전지전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집중은 대부분 인적자원과 사회자원을 특정 권력이나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활발하게 확산될 경우 그 위험성
은 현저히 낮아지는 측면도 있다. 일종의 동업자 의식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공범
의식의 공유이다. 이는 체제가 갖는 대응력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자체 구속력을 집단 내에서 서로 공
유하기 때문이다.

(3) 복잡성(평가점수: 2)
권력집중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큰 위험성을 갖지 않는다. 중국처럼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집중이 사실상 정부능력을 높이고 리
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또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34 다만 권력집중이 나타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위험성이 높아
진다. 그 위험성은 대부분 권력집중이 특정 사안과 연계해서 나타난다. 일례로
홍콩중문대학 리롄장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도 조사에서
인민은 대부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정부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권력집중이 높을수록 신뢰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권력집중 그 자체보다는 권력집중이 야기하는 여러 사안의 연계성,

34 민귀식(2012b), p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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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잡성 정도에 따라 권력집중이 리스크로 전화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지방으로 갈수록 권력집중이 높게 나타나며 중앙정부
나 당 중앙처럼 매우 제도화된 집단지도체제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 급별의 높낮이에 따라 집중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할지
라도 이를 견제할 집단지도체제의 작동이 미흡한 경우 정치 안정에 위협을 주
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권력집중이 특정 사안과 연계되어 나타날 경
우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집단적인 내부 논의가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에 리
스크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집중이 내부
견제의 작동원리가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증대한다. 그러므로 권
력집중이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매우 세련된 제도 구축에 저
해가 되는 관건적인 요소는 아니다.

(4) 지속성(평가점수: 1)
중앙이나 국가 차원에서 권력집중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력집중이
지속될수록 리스크의 정도 또한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권력집중은 지속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리스크
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권력집중이 당과 인민, 당과 국가의 집중통일
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논쟁이 촉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당-국가 체제의 속성상 최고위급에서 합의하고 원로들의 추인을 받은 권
력집중은 특정 시기, 즉 당대회나 양회(兩會)나 중전회(中全會)35에서 일시적으
로 국내외 관심을 받을 뿐 그 시기를 넘기면 바로 순응의 단계에 접어든다.
중국 정치가 갖는 일종의 복원력과 순응력에 따르면 권력집중이 필요한 시
기는 특정 시기로 한정된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젠 순응의 단계를 지나
적응의 단계로 진화해간다. 따라서 권력집중의 폐해는 충분히 관리되고 통제될

3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 보통 전국대표대회가 폐회한 기간에 연 1회 이상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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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권력집중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장기간 법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 제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리스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상
대적으로 줄어든다.
각급 행정 층차와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력집중은 자칫 개인의 권력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한 계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정치 안정을 해치는 리스크로서 권력집중이 갖는
폐해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상과
이론 학습을 통한 리스크 순화가 지역이나 부문 차원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3)
권력집중은 분명 중국적 특색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권위가 권력으로 전화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과
도한 권력집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력집중 현상은 기본적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위급에서 전·현직 최고지도자들과 원로들의 합의에 기초해 이루어지므로
권력집중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수준이나 개별영역에서 진행
되는 권력집중은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지방수준에서는 개인권력과 집단권력
의 분리가 모호하다. 특히 각급 지방과 부문에서는 수장책임제가 실시되기 때
문에 지도자 개인의 자기 절제나 외부적인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권력의 급
속한 집중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36
예를 들어 지난 18대 이후 진행된 ‘8항 규정’ 위반 건을 보면 대부분 하급 관
리에게 처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개인권력으로의 집중을 견제하고 완화할
집단지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각종 기율과 규

36 특히 중앙조직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간부 인선이 지방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급 이

후 지방 지도자들이 갖는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이러한 권한을 이용한 권력 운용은 자칫 일선 간부
와 주민의 원성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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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통한 대증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일정 기간 외부 환
경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아내는 일정 수준의 대응 결과
를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층부 시스템과 같은 개인권력을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집단지도의 제도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중국은 현
재 감찰위원회 신설을 통한 제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3
기 전국인대에서 ｢감찰법｣ 통과와 함께 감찰위원회 신설로 나타났다.

나) 종합 평가
권력집중이 정치 안정을 해치는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
다. 그 가능성은 중앙이나 국가 차원에서보다 지방이나 부문 차원에서 더 심각
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당-국가 체제에서 수장책임제를 시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장들은 지방이나 부문에서는 개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이
른바 권력집중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데 용이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지방 수장의 평가나 성과 시스템과 연동된다면 한층 복
잡한 리스크 요인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집중이 야기하는 정치 안정에 위해를 가하는 리스크는
권력 교체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바로 순응과 적응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
나 중앙과 달리 지방이나 기층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으로 수장 책임제를 시행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인사고과에 성과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 제
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국가의 대응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지
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지방 지도자들의 권한을 분산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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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지방(운용)
정치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정책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중앙과 지
방의 협력 정도와 양태이다. 전통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영역은 주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며, 배타적으로 획득할 양의 적고 많음에 관련된 것이었
다. 그러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관계로 변화한다면 중앙과 지방이
갖는 유기적인 유동성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체제를 지탱하는 운용능력,
즉 운용 메커니즘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
대처럼 지방 관원들이 농민과 일부 사군(私軍)을 이용하여 직접 중앙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방의 반란 혹은 반역보다는 지방주의나 지방이
기주의 혹은 중앙자원의 약탈 등 소극적인 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잘 파
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능력, 즉 중앙의 제도와 환경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지방 수준에서의 자율성
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 관리능력, 즉 사회 혼란이나 정치 혼란에 대한 적응능력이
될 수도 있다.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갈등도 정치 안정 메
커니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정과 관련된 요인이다. 과거 분세제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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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 반대로 인해 1994년에 비로소 시행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37 이러
한 정책의 부분적 이완도 때로는 정치적 사건을 잉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가 낙마한 이유도 당시 상하이시 사회보장기금
의 운용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이었지만,38 사실상 분세제 시행을 둘
러싼 중앙과의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지방 관
원의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 지방 관리능력을 둘러싼 갈등과 역량의 차이, 그리
고 재정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대부분 지방의 배타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하
는 지방주의로 변화한다. 중앙과 지방의 운용 메커니즘의 관리도 정치 안정을
판단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1) 지방정부능력(자율성)
가) 현황
지방정부능력은 중앙의 전략과 비전을 해당 지방의 조건에 맞게 재구성하거
나 재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보
면 지방정부능력은 사실상 지방이 중앙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책적 자율성을 갖
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단일제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
문에 지방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9 그러나
지난 개혁개방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중앙의 선택적 지원이
지방정부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중앙에서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데에서 지방의 적극적인 요
소, 특히 지방정부의 발전 욕구를 구체적인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 측면에 기인
한다. 지방을 움직여 중앙의 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지방

37 성시일(2016), pp. 189~229.
38 주장환(2012), pp. 243~262. 주장환은 이 글에서 보시라이 사건의 권력 투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006년에 있었던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의 사회보장기금 사건을 천시퉁의 낙마와 함께 비교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39 양갑용(2013), pp. 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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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능력은 사실상 중앙의 의도대로 각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수준에서 보면 중앙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지방의 능력을 극대
화하는 기본 요건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지방 발전의 물적 토대가
된다. 즉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정책의 투사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경우 그 성
과는 바로 지방정부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사 연계를 통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에 국한된 사안을 중앙의 사안으로 확대하여 중앙
의 전략과 비전이 해당 지방을 통해 전체 발전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이 중앙의 비준을 받도록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활용을 둘러싼 갈등과 지방사업의 중앙 사업화를 관철하기 위한 무리
수 등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점수: 2)
지방정부는 해당 지방의 경제사회적 이익이 결부된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여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정치 안정을 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자발성에 기초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정책 시행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구현에서 긍정적인 동력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극성 자체가 정치 안정을 해치는 리스크는
아니다. 다만 지방 간 경쟁 구도에서 특정 지방이 중앙의 전략과 방향을 선점하
는 경우 경쟁에서 열외가 되는 다른 지방의 순응 여부가 중요한 리스크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능력, 이른바 지방정부 자율성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
해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이 입안 및 실행된다. 이는 전체 구도로서 체제 안정에
필요한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기저에서 약화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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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심지어 특정 정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994년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 분세제가 시행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상하이시
는 중앙과의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상하이시 정부의 세금 납부가 다른 지
역의 재정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늦추기도 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자율성의 지나친
강조는 지방 간 협력을 기초로 하는 중국 전체의 발전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
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기본적으로 지방과 기업,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정책
방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일거에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는 체제적
제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규제 조화를 어떻
게 이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위험성(평가점수: 4)
지방정부 자율성의 강조는 경제사회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점-선-면(點線
面)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가 인적·물적 관계로 엮어 있는 경우 특정 지방이 배제될 수 있
다. 이는 지방 간 격차의 문제를 야기하고 오히려 불균형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
리로 치환되어 지방 간 차이를 구조화한다.40 이는 중국 전체의 정합성을 강조
하는 중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합성을 저해하고 지역 간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특정 지도자 간 네트워크의 폐
쇄성으로 인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저우용캉(周永康) 사건과 관련된 쓰촨
지방의 부정부패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지나친 지방정부능력의 제고는 지방정부 자율성의 극대화라는 긍정적인 요
인보다는 지방 간 차이를 구조화하는 부정적인 요인의 증폭을 야기한다. 이 점
에서 보면 통합을 해치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중심주의적 경

40 민귀식, 김수한(2016), pp. 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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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특정 지방의 토착 관료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구조화된다. 정부 간 관원의
교차 이동이나 중앙과 지방의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제
발전을 위해 묵인했던 지방정부의 과도한 자원 독점과 선점은 중국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분명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있다.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연해
지역 우선 전략은 중국 전체의 경제 총량 규모를 증대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지역 간 차이를 적절하게 통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동반
되었다는 점은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지방정부능력의 제고, 즉 지방정부 자율성은 인사와 성과 측면에서 사회 안
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당-국가 체제 특성상 자원의 권위적인 배
분은 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사는 특정 지방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
한 정책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인
사고과에 연동할 경우 지방정부 자율성은 공동의 이익보다 자칫 지방의 이익을
위한 자원 독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정 지방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
는 고위 인사가 특정 지방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할 경우 관료 사회 네트워크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정부능력이 높은 지방일수록 재정 여건이 기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즉 민생과 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 안정에 필요한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의 집행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수장의 안정적 사회 관리라
는 경제 외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능력은 재정능력, 지방정
부 인사 네트워킹, 지방의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과 복지의 증진 측면에서 여러
요소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지방정부능력이 높을수록 사
회 안정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예측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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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점수: 3)
지방정부를 운용하는 관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방정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설계하는 각종 국
가발전 계획 등에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지방의 발전 계획을 끼워 넣는 로비 활
동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지방의 여건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자원의
점유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
른 지방의 경우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과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기 위
해 가용 자원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원 획득을 위한 노력
은 지방정부의 성과와 인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
이 높다.
지방정부능력 제고는 정부의 임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
다. 특정 인사와 관련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네트워크 형성의 유인에서 자유
롭지 못한 환경에 늘 노출될 수 있다. 지방정부능력을 경제적 총량 평가와 함께
사회적 평가도 함께 결합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 형태가 바
뀌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평가, 인사고과를 함께 고려하는 현
간부평가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자원의 독점과 네트워크의 독점이
라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41

(5) 대응수준(평가점수: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평가와 고과의 연동이 지방정부능력 제고에 따른 리
스크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차원이 아니라 특정 간부
개인의 일탈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제도의 모순이 아니고 개인의

41 시진핑 시기 들어서 간부들의 성과를 인사고과에 연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평

가를 통해서 주민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사회적 평가가 여전히 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성장에 따른 평가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여전히 극복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지도자들 역시 지방의 양적 성장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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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이기 때문에 기율이나 규범의 강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방정부능력의 제고가 총량 경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 관원들을 모두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당과 국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당과 정부는 이 문
제에 대처하고자 개인의 사상과 이론적 수준의 제고, 각성의 촉구 등 다양한 의
식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나가고 있다. 기율의 강조나 법에 의한
행정 등이 강조되는 맥락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대응수준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원의 의식과 시각을 교정하는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 종합 평가
지방정부능력은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수반한 일등 요인이었다.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이 투사되는 최일선이 바로 지방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
방의 적극적인 활동,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는 최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장
려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제한된 자원을 시장이 아닌 정치적 권
위를 통해 배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시스템에서의 지방정부능력 제고는 자
원 배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적 네트워크 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지방의 사업이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되어 중시를 받아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늘 경쟁과 배제가 공존하는 지점으로 리스크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이 인적 네트워크와 선택적 지방우선지원 정책과 결합하는 경우
지방 간 격차를 야기한다. 이는 결국 지방 간 경쟁의 구조적인 모순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치 안정과 사회통합에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람, 지역,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요소와 결합하
여 매우 복합하게 얽힌다. 특정 지방의 우월적 성장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공존
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성과와 고과가 동시에 중시되는 제도 환
경하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식 전환이나 사상학습을 통해 이를

88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효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근본적인 자원 독점 현상
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격차의 확대는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가) 현황
중국의 지방행정 급별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헌법｣에는 지방
행정 급별을 3급제, 즉 성급(省級), 현급(縣級), 향진급(鄕鎭級)으로 구분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급과 현급 사이에 지급(地級)이 존재한다. 사실상 4급
제로, 법적 규정과 현실적 운용에 간극이 존재한다. 지급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현과 현급시 등 현급 지방을 담당한다. 예컨대 장쑤성(江蘇省)의 경우 쑤저우시
(蘇州市)는 지급시(地級市)로서 산하에 쿤산시(昆山市) 등 몇 개의 현급시를 거
느리고 있다.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성급 지방정부는 현재 31개
이다.42 일부 성급 지방정부의 경우 유럽국가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면적
도 넓고 인구도 많다. 이는 성급 지방 거버넌스가 사실상 국가급에 해당하는 국

42 중국은 특별행정구를 성급 지방정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행정구는 사실상 고도의 자치권

을 행사하도록 용인되고 있다. 따라서 성급 31개 행정급별에 홍콩과 마카오는 예외로 간주한다. 여
기서 언급하는 31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31개 성급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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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거버넌스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와 면적에서 그 자체로 중국은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 지방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규모에 상당하는, 그리고 그에 상응하
는 다양성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정부능력, 즉 관리능력이 필요하
다. 특히 중앙의 정책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일선 지급, 현급 행정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데 비해 지방에 대한 신뢰
도가 낮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행정 급별이 낮을수록 지
방관리능력 리스크는 증가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지방관리능력은 중국 전체
로 보면 체제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제적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운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창구로서 지방이 가지는 능력 발현 여부가 중국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그동안
당과 국가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왔다. 이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을 극대화하여 발전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초기부터 중앙정부는 위계적
인 관계망을 통해 지방정부를 움직였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발전 정책을
지방에서 실현하는 행위주체였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중앙이 중심이 되고 지
방이 종심이 되는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리스크 발생 개연
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제고는 중앙정부의 의도나 기대와 달리 지방정부의 지
방주의적 성향이나 타 지방 배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통
한 특정 지방의 전폭적인 지원 경향은 지방 간 격차를 만들어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국 총량 규모에서 발전의 성과가 필요한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능력 제
고를 계속 독려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제고는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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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 발전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능력 제고 강조와 달리 관리능력
제고는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표출되는 여러 경
제사회 문제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이 사회 안정과 정치 안정, 심지어
체제 안정을 가늠하는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지방이 특정 사안에 대한 대
처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여가고 있는
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은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신심(信心)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리스크 발생 가능
성이 잠복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점수: 5)
지난 2017년 11월 농민공(農民工)이 모여 살던 베이징시 차오양구 집단 거
주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노동자로 생활
하던 농민공의 집단 주거지로 치안이나 화재 예방 등 관리 인프라가 제대로 갖
춰지거나 잘 작동하지는 않는 취약지역이었다.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여 농민공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이 당
과 통치 정당성과 합법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보여주었다. 베이징시
정부가 화재 사건을 빌미로 안전 사각지대에서 집단 거주하던 농민공 10만 명
의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43
이번 화재 사고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도시 관
리를 포함한 긴급 재난대응 시스템,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
부와 주민 간의 갈등을 노정했다. 특히 몇몇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정부능력뿐

43 농민공을 하류인생 정도로 취급하는 관료들의 발언이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 사건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의 적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 최고책임자인
차이치의 능력 혹은 지지와 연동되어 지도부 불신이라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리스크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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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촉발하기도 했다. 인민은 일선 지방
정부와 해당 정부의 관원을 국가로 인식한다. 매끄러운 일처리와 적절한 보상
및 이주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공을 일거에 퇴거하는 정
책의 시행은 당연히 현장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건은 결국 당의 통
치 정당성과 합법성에 생채기를 내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관
리능력의 부실은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 합법성의 기저에 상처를 낸다는 점에서
매우 큰 리스크 요소이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지방정부 관리능력의 취약성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총량적 경제발전이 지방의 성과로 평가되고 특히 지방정부 수장의
인사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능력을 보여주는
경제적 퍼포먼스가 더욱 중시된다. 반면에 리스크 관리 등 지방정부의 관리능
력은 덜 중시된다. 지방정부 수장이나 주요 관원은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에 기인
한 정책 추진에 관심이 높다. 이의 후과로 발생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그러나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의 증폭은 관리능력의 유무,
그리고 관리 효율성과 적합성에 따라 체제 신뢰의 위기로까지 심화된다.
지방정부 관리능력의 유무와 실효성은 기층 인민과 당과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연결축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
민원이 발생한다. 특히 비록 그 사안이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민
이 느끼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정도는 당과 국가의 신뢰 문제로 연결된다. 중
앙과 지방정부의 적절한 관계 유지에서도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을 지속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재뿐만 아니라 정
책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심지어 지방정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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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대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못
하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베이징 판
자촌 화재사건처럼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위민(爲民) 업무에서의 주민
의 불신은 지방정부 더 나아가 당과 국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치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합적이고 입체
적인 관리능력의 유무는 리스크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44
(4) 지속성(평가점수: 5)
지방정부 관리능력 리스크는 사건이 발생하는 혹은 국면이 전환되는 과정에
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판자촌 화재의 경우 정책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거나 소통하더라도 상호 소통이 아닌 상명하복
의 방식이 유지된다면 정부와 주민, 중앙과 지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변화가 빨라지고 다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
그리고 지방의 발전이 간부 평가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관원들은 중앙의 요구를 고려하되, 주민의 의견과 요청에 귀기울여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과 주민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
인 대응 논리와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의 정책 환경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 논
리와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시간적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혹 임기응
변적인 대처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 실행의 혼선을 야기하고, 때로는 주민과 중
앙의 불만과 오해로 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된다. 특히 정치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중앙과 주민의 기대
와 요구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위기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45

44 양갑용(2014), pp. 27~53.
45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의 관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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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점수: 3)
지방의 지방정부 관리능력은 중앙과 비교해 사실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관
리능력을 보여주는 상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나 실행 측면에서 인원 및 예산
제약이 적지 않다. 지방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
관계에 있다.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함께 중앙의 위임사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선택적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 이 경우 지방은 대부분 자신의 관리능력을
배가하는 사무보다는 중앙의 위임사무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 지방정부 관리능력은 사실 지방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
서 중앙의 위임사무에 대한 한층 제도화된 규범과 법규가 필요하다.
지방 차원에서도 관리능력의 평가가 대부분 주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과 지방을 연결하는 연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은 결국 체제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 공개라든지 인사 추천의 개
방이라든지 그리고 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정부
와 주민의 소통과 협력 채널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주
민참여 예산제도나 정책 공청회 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대응 조치를 다양화하
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46

나) 종합 평가
지방정부는 당과 국가의 주요 전략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지점이다. 기층 주민은 사실상 지방정부를 당과 국가로 인식한다. 주민이 지방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당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
부가 기층에서는 사실상 국가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이 어떻게 사
무를 실행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지는 신뢰 차원에서 늘 관심의 대상이
다. 이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 문제는

에서는 관심을 둬야 하는 사회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46 자오신펑(2013), pp. 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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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늘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중국은 또한 지방정부 관리능력의 유무와 함께 실효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중국은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 내부에서 여
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엉킨 실
타래를 풀어야 하는 지방정부 관리능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능력과 관련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당 중앙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나 수단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3) 재정
가) 현황
재정은 국가나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국가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고 배분하는 행위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재정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 여기에 재정 배분과 관련한
각종 정치적 행위가 개입된다. 즉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배분하는 국가 예산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기도 하며, 특정 지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승격하여 국가재정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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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재정 배분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갈등과 경쟁이 발생
한다.
지난 199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분세제의 경우 2년 동안 집행이
유예된 적이 있다. 이는 재정수입의 근간인 세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
방, 예컨대 상하이시와 같이 재정 상황이 양호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낙후된 지역이나 재원이 부족한 발전이 시급한 지역에 그
들 지역의 재원을 돌리는 중앙정부의 권위적인 재정 배분 정책에 반기를 제기
한 경우이다.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관계는 결국 정책의 시행을 2
년 동안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47 이처럼 재정은 중앙과 지방 간 안정적 관계
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정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며 늘 구조화되어 있다.

(1) 개연성(평가점수: 1)
재정 배분을 둘러싼, 그리고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특정 지방이 한
정된 중앙 재원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기 위한 지방 이익 확보 차원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초 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전국 공공
예산 수입은 17조 2,5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수치이다. 그 가
운데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수입이 8조 1,119억 위안이고, 지방정부의 일
반 공공예산 수입은 9조 1,448억 위안이었다.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가운데
세수 수입은 14조 4,36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한 반면 비(非)세수
수입은 2조 8,207억 위안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9% 감소했다. 지방정부는
자체 세수 증대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 증대 기대를 갖고 있
다. 이 기대는 모든 지방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2017년 전국 일반 공공예산지출은 20조 3,33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7%

47 이러한 갈등은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의 낙마로 이어져 파벌 투쟁의 성격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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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했다.48 이 가운데 중앙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2조 9,85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고, 지방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7조 3,47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주요 지출 항목은 교육 지출, 과학기술 지출, 문화체육과
미디어 지출,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 의료위생과 가족계획 지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지출, 도시와 농촌 커뮤니티 지출, 채무 이자 지출 등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필요 지출 항목의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출할 것을 기대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출을 늘려주기를 기대한다. 중앙과 지방의 기대가 다
르고 지방 간 기대도 다르다. 따라서 재정 확충과 재정 배분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은 늘 존재한다.

(2) 위험성(평가점수: 2)
이러한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 지방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한다
고 해도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제도적으로 통일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정책결정이 존재하기 때
문이다. 인사와 조직 재정을 통한 중앙의 지방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 위험성은 발생 가능성만큼이나 높지 않다. 제도적으로 중앙과 지방은 동일
재정이라는 큰 바구니를 함께 공유하는 주체들이다. 따라서 바구니를 깨는 위
험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49 분세제 개혁의 지체 역시 정책의 순연일 뿐 이를
기화로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중앙정부가 갖는 인사권으로 인해 정책 지연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치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즉 당 중앙이나 국가는 중앙

48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하는 2017국가통계연감의 관련 데이터를 참고하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49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결과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 현황

및 예산 결의안에서 인대 대표 가운데 20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인대 대표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의제의 경우 인대 대표
들도 자신이 속한 지방의 이익을 중시하는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즉 지방의 이
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제의 경우 인대 대표들도 자신이 속한 해당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
는 경향을 보였다. 재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리스크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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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방의 대응이 균형 발전이나 원활한 정책 집행에 해악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나 대표자를 인사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당 조직부가 전국 주요 성부급 이상 관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을
둘러싼 위험적인 상황은 관리 범위 내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복잡성(평가점수: 3)
중앙과 지방 관계의 운용 측면에서 보면, 당-국가 체제의 인사권은 중앙이
장악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을 둘러싼 갈등관계는 매우 단순한 자원의
배분 관계이다. 이 관계는 권위적 배분의 기제를 통해 실행되기 때문에 복잡하
지 않다. 그러나 재정 항목의 내부로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진다. 어떠한 항목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나눠야 하는지, 그리고 지방 간에도 특정 항
목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관계에서 갈등을 노정한다.
재정은 사실상 민생과 복지로 대표되는 시진핑식 개혁의 추진을 위한 실탄과도
같다. 이러한 민생과 복지는 대부분 지방정부를 통해서 집행되고 관철된다. 중
앙정부가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정치적 결
단이 요구된다.
민생복지에서 빈민탈출이 중요 국정 의제가 되고 있다. 각 지방은 민생복지
와 관련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다. 이는 지방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중앙정부에 필요한 각종 국가사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배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재원이 필요한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또한 간단하지 않다. 특히 지방
에서 추진하는 국가 위임사무의 재정 확보도 경쟁 요소이다. 따라서 재정을 둘
러싼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갈등 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98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4) 지속성(평가점수: 1)
그러나 재정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재정의 획득과 배분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주기가 대부분 1년 혹은 5년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 관계와 관련된 재정의 배분은 전적
으로 전국인대 개최 기간과 연동되어 있다. 즉 전국인대에서 다루는 중앙재정
과 지방재정 관련 자원 배분에서 중앙은 중앙의 기대를, 지방은 지방의 기대를
가지며 상호 절충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 중앙재정의 극대화를
꾀하고 지방은 지방재정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재정주체로서 재정 배분의 행위자로 참석한
다. 개별 지방 간 갈등과 경쟁보다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개별 지방의 이해보다는 전체 지방의 이익이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
문이다. 즉 지방 간 경쟁보다는 중앙과 지방 간의 경쟁 구도이다. 이런 조건하
에서 개별 지방은 지방 간 협력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협상에 임한다.
이 시기를 지나면 재정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3)
국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에 앞서 재정 총량 규모를 확충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둔다.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은 상호 협력적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사실상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위험적인 요소가 아니며, 당
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
러나 중앙과 지방 재정 배분에서 항목별 소요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매우 중
요한 관리 대상이다. 총량 규모에서 중앙과 지방의 배분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
방에 돌아가는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배분 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 지방이 자신의 재정 배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사무를 국가사
무로 격상하는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즉 지방사무를 국가사무로 격
상해서 재정 항목에서 중앙재정으로 편입한다면 그 재정은 비록 지방정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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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 재정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재정으로 편입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정
부로서는 매우 유리하다. 가령 재정의 주요 지출 항목 가운데 문화체육이나
SOC 등 지방 수요 요소를 국가사무로 격상한다면 그만큼 지방정부는 자신의
재정 배분에서 탄력성을 갖는다. 지방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형태의 개발구나
특구를 건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치고 자원을 특정
지방이 점유하는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갈등 요인이다. 중앙정부와
국가의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나) 종합 평가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리고 민
생과 복지로 대표되는 위민사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앙
과 지방 모두에게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그 사무가 중앙사무든 지방사무든
국가사무의 틀 안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관계 운용에서는 늘 갈
등과 대립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과와 고과가 연동되어 있는 상황
에서 많은 돈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원들의 기대를 충족하
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첨예한 갈등 소지를 내포한다.
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재정 수요가 필요한 정치사회의 각 영역에 산재해 있
다. 이러한 재정 수요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더욱 확충되고 오히려 복잡해진
다. 즉 갈등의 소재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배분을 둘러싼 갈등의 가능성은 전국인대나 지방인대라는
중요 회의를 기점으로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그 지속 기간도 길지 않다. 따라
서 재정 갈등이 항구적으로 리스크로 기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중앙
과 지방이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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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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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복잡성

4) 지방이기주의
가) 현황
지방주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왔다.50
불균등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원의 배타적 수용과 배분을 용인했다. 이에
기초해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 우선 투자 혹은 기회를 부여해온 것이 바로 개혁
개방이었다. 따라서 지역 간 발전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비록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지방
간 성과 산출의 차이를 인정하고 출발한 정책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배분하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누가 어떻게 배
타적으로 획득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 지방은 자기 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위적인 권력 관계를 활
용하는 이른바 지방이기주의 성향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노출했다. 앞에서 언급
한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 배분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중앙이 추진하는 각종 특
구정책과 같이 자신의 지방에 유리하도록 설계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
식이다. 국가 통합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배타적 이익 확보에 매진했다. 이러한

50 김남이(2013), pp.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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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결국 통합된 중국체제의 안정된 작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심지어
관리능력의 약화는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 약화를 야기한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지방주의는 적어도 개혁개방 초기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용인되는 정책 방
향이었다. 당시에는 발전에 투사할 자원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었다. 중앙은 권위 체계를
적극 활용했다.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산업과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
입하는 정책 판단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을 견인했다. 따라서 배분 가능한 자원,
즉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자원이 극히 적거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
는 경우 중앙은 이를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각 지방의 필요한 곳에 배분했다.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면서 중앙은 특
정 사업과 지방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다. 지방은 물론 자신의 지방에 중앙이 많은 자원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 지
방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앙과 거래 혹은 중
앙과의 공식·비공식 관계망을 구축하여 중앙 자원의 배타적 독점을 위한 움직
임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방주의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지방주의는 여타 지방
에서는 지방이기주의로 인식된다. 이는 통합적인 중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의 위기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지방이기주의는 사회 관리 등 지방사무가
늘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위험성(평가점수: 5)
지방주의는 개혁개방의 주요한 발전 동력인바, 그 자체로는 리스크 요소라
고 할 수 없다. 모든 경제사회의 발전이 결국 지방 단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이
다. 지방주의는 오히려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인식되었지만 이러한 지방주
의는 제한적 자원이라는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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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자원 배분의 가능성은 점점 약화되거나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은 자신의 지방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 획득 과정에 나서
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방이 가진 우월적 조건을 협상이나 거래의 수단으
로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지방주의는 격화된다. 다른 지방의 불신과 반목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공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종국적으로 자원을 제
대로 배분하지 못하는 중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그리고 체제에 대한 신뢰
를 부식한다. 이러한 지방주의는 지방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으로 분류되는 자원 배분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
다. 2017년 전국인대에서 나온 중앙과 지방 재정을 둘러싼 많은 반대표가 이를
실증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점수: 5)
지방이기주의가 여타 요소, 예컨대 복지, 경제 등과 결합될 경우 구체적인 이
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지방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증대할 경우 사회 안정이나 체제 안정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방주의가 식량이나 에너지, 전력 등 생존
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배타적 독점이나 점유 형태로 연결될 경우 극도의 대
립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자칫 소요 사태나 집단 시위로 확대될 수도 있
다.51 이러한 지방이기주의의 위험성은 도시 빈민이나 농민공의 거주 문제 등
에서 악성탄원의 증가를 부추기기도 한다. 급기야 체제 전반에 대한 신념의 위
기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51 2017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에 관련된 대규모 시위 역시 이러한 지방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단적으로 표출된 사례이다. 타 지역과 달리 상하이를 특히 규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개입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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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간, 지방 간 격차의 확대를 지방이기주의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여 지방
정부 관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
뢰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는 리스크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성이 높다.
또한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간 재정의 배분과 관련된 권력 갈등의 양상으
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분화와 분열을 용인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농민공의 도시로의 진출, 사회분층과 주거환경 등에
대한 특정 지역 출신의 배제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이기주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각종 사회 문제와
결합될 경우 그 위험성은 대폭 증가한다. 자칫 지방배제주의로 흐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중국 통합에 지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지속성(평가점수: 4)
지방이기주의는 그 출발부터 리스크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험
하다. 지방이기주의를 촉발하는 경제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서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는 변화하는
중국 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도시화나 격차 확
대 등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분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이 주체로
나서는 상황이 많아진다. 이 상황은 결국 지방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상황을
야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능력을 요구한다.
지방정부의 능력에 기초한 개혁개방이나 발전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
하지 않는 한 지방이기주의 경향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지방이기주의는 통합된
정치체제인 당-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하는데 중앙이 이
를 제약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발전 전략을 수정할 수 없
는 입장이라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능력 고양이 지방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
록 다양한 대응 논리나 수단을 사전에 발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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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점수: 3)
일단 중앙 당국의 입장은 지방정부의 능력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이나 사
회발전 전략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공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비록 지
방의 적극성 고양이 지방의 배타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지방이기주의로 흐른다
는 지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방이기주의로의 발전
위험도를 떨어뜨려야 하는 현실적인 수단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발전 전
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정책 기조에서 나타나는 지방이기
주의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사후에 완화하는 법적·제도적 노력을 준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나친 지방이기주의로 나아가는 지방에 대해서는 당 내의 경고나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혹은 학습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위험성을 알리기도 한다.
때로는 중앙이 가진 인사권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 사람들의 보직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민감도를 낮추기도 한다. 예컨대 연해지역이나 내륙지역의 교차 근무
또는 중앙과 지방의 교차 근무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동일 지역의 경제
이익에 경사된 관원의 행태를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 또한 성과지상주
의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총량 지표를 구간 성장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
다. 경제적 총량 평가를 성과의 유일 지표로만 활용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가
미하기도 한다.

나) 종합 평가
지방이기주의는 통일된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거나
약화해야 하는 일종의 분열주의적 행태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지방의 적극적
인 능력 제고에 기초한 발전 방식은 지방의 능력이 바로 지방의 우월적 지위 확
보로 이어지게 했다. 이러한 우월적 지위는 자원의 획득에서 비공식적인 관계
망을 요구했다. 때로는 지방의 유일 자원을 무기로 다른 지방에 배타적인 독점
권한을 요구하거나 혹은 중앙과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노력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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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기주의의 위험성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지방이기주의는 그 자체로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게다가 사
회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리스크로 작
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테면 급진 도시화, 격차 확대 등이 위험성을 증폭
하고 이러한 요소의 연계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이나 학습, 혹은 직위 순환 등 방식으로 위험성을 약화하고 순화하는 노력
을 병행하고 있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이기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차
가속화되는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다. 신념(actor)
제도의 위기와 운용능력의 위기는 모두 사실상 신념의 위기로부터 오고 또
한 신념의 위기를 초래한다. 마오쩌둥 집권 당시 신념에 기초한 과도한 정치의
강조가 신념의 과잉 현상을 불러왔다. 그 과잉의 신념은 이제 체제 이데올로기
로서의 신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신념의 강조로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체
제 안정이나 정치 안정에서 신념 제일주의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신념은 체제 정당성,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한, 그래서 통치 합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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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한 중국 정치 구조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인 점은 분명하다. 오히
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이러한 신념의 위기는 사회적인 불신과 불만, 부패에
대한 반감 등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당-국가 체제의 절차적 정당성과 통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신념의 강조는 매우 중요한 통치 수단이다. 또한 체제의 내구성을 증진
하고 강화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당과 당성을 강조하고
덕성(德性)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맥락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신념의 위기는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파생하는 신뢰의 위기, 부패에서 오는 체제의 위기, 불신
과 불만에서 오는 합리성의 위기 그리고 사화(四化) 현상, 즉 제도 실천의 임의
화(隨意化), 조직 생활의 약화(平淡化), 당 내 생활의 오락화(娛樂化), 호칭의 통
속화(庸俗化)를 야기한다.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는 제도, 중앙과 지방의 운용능력 못지않
게 신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이는 당-국가 체제가
갖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구조적인 측
면에서 보면 당-국가 체제는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당원, 인민 등)의
체제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체제가 작동하며 안정
성을 유지한다. 당 내에서는 당원의 절대적인 지지가 체제 안정의 동력이 되고
당 외에서는 군중, 즉 인민의 지지와 성원이 중요한 체제 안정의 기반이 된다.
중국 정치에서 제도적 안정과 운용능력의 극대화는 결국 신념에 의해 더욱 강
화된다. 또한 신념에 의해서 지속성과 내구성을 담보한다.
신념의 위기는 자칫 이데올로기의 퇴색이나 사상성의 약화만을 초래하는 것
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체제 신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신념의 위기는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서
제도와 운용능력의 위기뿐만 아니라 제도와 운용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한층 상
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념에 기초해 제도가 운용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
계도 조정된다. 이러한 신념의 위기가 엘리트 충원 과정, 부패에서 나타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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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여 사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체제의 내구성을
약화하여 안정된 사회체제를 불안한 체제로 전화한다.

1) 엘리트 충원 과정(political process)
가) 현황
중국 정치에서 엘리트 정치의 필요성은 대의제 정치 구현에서 출발한다. 이
는 일종의 대의제 민주정치를 구현하려는 ‘중국식 민주’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
다.52 중국공산당 통치의 근간은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해 권력을 쟁취한 것
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성원에 기초한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권력 위임을 위한 절차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중의 의지를 체현했다고 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 당위성만 있을 뿐이다. 이
러한 당위성은 역사적 정당성과 업적 정당성을 통해 100여 년의 역사를 지탱
해온 동력이기도 하다.
중국 정치는 공식적인 대의제 정치에 필요한 권력 위임의 수단이 부재하다.
중국공산당이 통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중의 의지를 체현했다고 하는 중
국공산당의 의도를 현실 정치에서 관철하는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정·군 및 군중사회단체, 대중형 기업 등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당의 전략과
비전을 선전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이들을 제
대로 충원하는 것이 인민 기반 정치를 활성화하고 체제 안정성과 통치 정당성
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3)
엘리트는 자원 배분과 경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따라서 엘리트 충원은 매우 신중하고 예측 가

52 이홍규(2017), p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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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충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마찰이나 대립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매끄러운 충원 과정은 엘리트 정치 내
부의 통합성을 높이고 넓게는 체제 안정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매수 행위 등 비공식적 방법이
동원되기 한다. 랴오닝성에서 발생한 인대대표 표 매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규모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에서 중앙과 각 지방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에서 이러한 비공식적인 충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랴오성 사례처럼 불공정한 충원 과정이 나타나고 이것이 심지어 공식 충원으로
연결된다면 엘리트 충원을 위한 제도 안정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삼개대표
론 이후 엘리트 문호가 개방되면서 충원 과정의 비민주적인 요소나 부정 요소
는 증가 가능성이 더없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점수: 4)
이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공식적인, 심지어 매수 행위까지 등장하는 엘리
트 충원 과정은 사실상 당과 간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 정치 시스템과 독
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들은 기층, 지방, 중앙 등 여러 분야에서 활
동한다. 이들의 충원은 대부분 상급 당 조직을 통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라는 비공식 라인이 개입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정 그룹과 연계된 엘리트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생
긴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있다. 저우용캉의 사례, 석유방의 사례, 심지어 궈보
슝이나 쉬차이허우와 같은 군 조직에서의 충원 사례 등이다. 이러한 충원 과정
이 비선조직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금품이 오가는 경우 엘리
트 정치의 충원은 엘리트를 통한 간접 방식의 대의제를 구현해나가려는 당국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53
이는 당연히 당 내 합의를 구하거나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획득하는 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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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초래하며 결국 체제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엘리트 충
원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제도화, 그리고 자파 세력에 한정된 권한 남용 등은 사
회 안정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엘리트 충원 과정의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각급으로 내려갈수록 복잡해진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원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앙
에서의 엘리트 충원은 고도의 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당 내 분란이나 당파적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성급 이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당 중앙 조직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간부 인선
의 범위를 벗어나서 성부급 이하 간부의 충원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대개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른바 해당 지방의 최고책임자의
의중이 충원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에서 파벌적 색채를 갖는 당파적 이해집단의 간여와 내적 연결망이 충
원에 영향을 준다. 퇴직 관원의 인사 추천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해당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업영역이 있을 경우 이를 담당한 엘리트
의 직무 이력이나 성과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만약 중앙과 각급 당과
국가기구에서 충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중통일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에 주는 영향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중앙 고위간부로 올라갈수록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부문
이나 지역에서 성과를 쌓기 위한 노력, 그리고 당 내 합의를 위한 전·현직 원로
간의 합의도 중요한 충원 과정이다. 그래서 충원에 대한 당 내 합의나 정부 내
합의가 중요하다. 만약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엘리트 충원을 두고 분
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체제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53 주장환(2017), pp. 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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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점수: 2)
중국은 당 내 엘리트 충원과 국가기구 엘리트 충원 등 간부 선발이나 임용 과
정에서 이미 제도화된 시간표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시기, 예컨대 당대
회나 양회 등 공식적인 제도 시점에 도달하면 충원 과정에 관련된 내부 합의 과
정이 종료된다. 예를 들어 19차 당대회 개최 전 1년여 전부터 기층부터 관련 부
문과 지역에서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정점은 정치국 상무위원
이 선출되는 1중 전회이다. 따라서 당 중앙 인사는 기본적으로 1중 전회를 기
점으로 완료된다는 점이다. 전국인대 국가간부 인선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인
대 1차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기본적인 충원이 이루어진다. 시간 변수를 고려
할 경우 엘리트 충원의 긴장은 한시적이다.54
즉 당 중앙 간부들을 제외하고 당대회 이후 국가기구 인원 선출을 위한 양회
가 개최되는 다음 해 3월까지 가장 활발한 간부 교체가 이루어진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1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 인사 이동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
서 덧셈의 정치보다는 뺄셈의 정치가 작동되어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마하거나 현직에서 교체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안정에 영향을 주는 리스
크는 사실상 점차 제도화되는 중국 엘리트 정치의 흐름에 조응하여 그 위험도
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간 변수를 지났기 때문이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4)
중국엘리트 충원 과정은 공식 요인과 비공식 요인이 상호 결합하면서 외부
에 노출되지 않고 그 결과만 발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
다.55 블랙박스는 사실 외부 관찰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54 물론 국가기구 인선이 차년도 전국인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사 관련 갈등의 과정이 노정되지만

국가기구 인선이 사실상 당 내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당 내 인사 구성이 완료되었다면 국가기구 인
선은 매우 쉬운 조정과정을 거칠 뿐이다. 그리고 그 윤곽은 차년도 열리는 제2차 중앙위원회 인사 추
천으로 나타난다. 전국인대는 이를 추인할 뿐이다.
55 성균중국연구소(2015), p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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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불가하다. 그래서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기
도 한다. 중국 내부 정치를 보면 엘리트 충원 과정은 분명 불확실한 블랙박스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에는 매우 지난한 합의의 과정이 존
재한다.
중국 당과 정부 역시 이러한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충원 과정을 제도화
하고 과학화하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컨대 교육, 학
습제도를 통한 사상과 이론에 중점을 두고 제도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7상 8하’를 지켜가기도 하고,56 지방 성급 단위에
서는 65세 정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유능하고 참신한 간부를 조기에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당교 중청반 활동을 통해서 조직 배양에 나서기도
한다. 다방면에서 엘리트 충원 과정의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엘리트 충원 과정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 때문에 늘 리스크 발생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구조와 행위자 측면에서 중국 정치가 지닌 유연적 행위자 모델은 간
부들의 적극성 극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간부들은 극대화된 요구에 걸맞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자
원을 사용하게 되고 그 과정은 자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엘리트 충원은 매우
세련된 정교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당파적 이해
에 둘러싸인 경우 엘리트 정치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변화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와 연계되기도 한다. 간부
개인뿐만 아니라 간부 구조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트 충원

56 이러한 관행의 준수가 19차 당대회에서 왕치산의 은퇴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 내 직위에서 물

러나는 것으로 국가기구에서도 은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왕치산은 2018년 1월
후난성(湖南省) 인민대표대회에서 13기 전국인대에 진출할 후난성 대표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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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시기와 연동되어 그 지속성이나 위험성이 변화한다. 예
컨대 중앙에서 활동하는 엘리트의 경우 당대회와 양회라는 두 제도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에 기초한 충원 과정이 상호 공유되는 안정적인
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성급 이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일인자의 영향력
이 크게 작용하며 충원을 둘러싼 비공식 관계망이 작동하기도 한다. 그 결과 리
스크 요소는 여전히 극복 과제로 남는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부패
가) 현황
부패는 그 자체로도 당-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 특히 간부의
당성과 충성도를 약화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
이다. 각종 형태의 부패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화되
는 측면도 있다.57 2017년 말 기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중앙 8
항 규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규정 위반으로 문책을 당한 사례가 5만
1,000여 건이 넘는다. 기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인원만도 7만여 명이 넘었

57 전가림(2008), pp. 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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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이 가운데 당기(黨紀) 위반이나 정기(政紀) 위반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만
여 명에 달한다. 물론 처분을 받은 대다수 관원이 현처급(縣處級), 향과급(鄕科
級) 간부에 머물고 성부급은 겨우 6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과 국가에 대한 신
념의 위기 차원에서 보면 기층 간부의 부패는 바로 인민의 생활 전면에서 직접
벌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지난 19대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민군중이 가장 통한으로 느끼는 것이
부패 현상이다. 부패는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
다. 중국에서 부패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각 영역에 만연되어 있다.
기층 당 조직과 국가조직의 부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당국은 반부패 활동을
독려하고 부패 차단을 위해서 각종 선전 매체나 여론 환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이
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는 구조화되어 있다. 점점 당·
국가 체제의 지지 근간이자 명분인 신념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부패의 총량
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만연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 역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1) 개연성(평가점수: 4)
부패 발생의 개연성은 늘 존재한다. 특히 중국과 같이 간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강조되는 체제에서는 부패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간부가 가진 정책
결정이나 추진에서의 재량권이 높고 경제 성과를 인사고과와 연동하여 사고하
기 때문이다. 성과에 집착하는 간부들을 계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는 체제
의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자발성 혹은 책임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당-국
가 체제의 핵심은 당과 인민의 교량 역할로서 간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체제
라는 점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대의적 권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국가
와 인민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매개자가 필요하고 간부로 통칭

58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cdi.gov.cn(검색일: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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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엘리트들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간부들은 사실상 당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관리 감독에
집중할 뿐 인민으로부터의 사회적 감독은 애써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인민의 입장에서 부패 현상은 중앙보다 지방, 특히 자신의 삶과 직접 연결
되어 있는 향진급(鄕鎭級)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당과 국가
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기층에서 인민이 상대하는 지방간부
나 기층간부가 사실상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부의 자율성이 증대
할수록, 위로부터의 조직 관리에만 경도될수록, 인민으로부터의 사회적 감시
와 감독이 덜 중시될수록 부패 현상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
한 부패는 당과 국가에 대한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신념의 위기를 초래한다.

(2) 위험성(평가점수: 5)
부패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 자체가 아니라 부패가 가져오는 당과 국가
에 대한 인민의 신념과 신뢰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중국 내에도 부패를
통제, 감독하는 각종 장치가 없지 않다.59 당원과 당 조직에 대한 반부패 업무
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수행하며, 정부기관 내부에서는 심계서가 이 역할을
맡고 있다. 각급 조직에서도 검사조나 감찰조가 구성되어 있어 부패 현상을 세
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2018년 3월 국가감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당과
국가기구의 모든 공직 업무에 감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패를 일개 개인의
약화된 당성이나 국가관 혹은 지나친 사리사욕이나 탐욕으로 간주하고 일벌백
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부패가 이미 구조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부패가 구조화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개인의 일탈이 때로는 개인의 사사로

59 이주형(2015), pp.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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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중국의 당-국가 체제가 지
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쌓일수록 일탈한 개인
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개인의 자발성이나 책임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부패 현상은 바로 인민의 통치 정당성에 회의를 불
러오고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둔 통치 합법성으로 견인되어
온 당의 지배 근저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초래한다.

(3) 복잡성(평가점수: 5)
부패 현상은 간단히 말하면 당과 국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민이 동의해
주거나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심지어 필요하지 않다고 여
기게 하는 심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간부 개인
의 일탈은 성과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사회적 현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계에서
간부 개인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이 책임지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성과는 대부분 상급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평가는 상대적으
로 덜 중시된다. 따라서 평가기관이나 평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차원에서 뇌
물 등 부정수수가 발생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권을 이용한 부패이다. 정책결정 재량권이 높고 간부
개인의 임의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현 체제를 개인의 이익 확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즉 간부 개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여러 사회 현상을 처리하는 데 직
권을 남용하여 일탈 행위를 하거나 혹은 관련 민원인에게서 청탁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인허가권을 활용하거나 간부 인사 평
가를 위한 평가기제를 활용하는 것, 각종 민원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 등이 부패
로 가는 길이다. 이러한 현상의 만연은 사회가 분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나 결정권을 가진 간부들이 부패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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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점수: 4)
부패는 기본적으로 이권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그 이권은 권력을 보장하는
이권이든 경제적 부를 가져오는 이권이든 이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
유혹을 쉽게 떨치기 어렵다. 이러한 이권은 매우 다양한 층차에서 나타난다. 이
권은 승진과 경제적 부를 말하며, 사회적 명예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외부 감독보다는 내부 감독에 집중하고 간부 개인의 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부패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따라서 부패 현상이 초래하는 신념의 상실 혹은 이반은 늘 나타나는 문제이
다. 부패의 만연과 권력 교체라는 시간 변수와는 큰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 물
론 권력 교체기에 집권 안정과 새로운 집권 세력의 집권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반부패 활동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패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패의 완전한 퇴치보다는 관리를 통해 신념의 위기
나 신뢰의 저하를 막아내야 한다.60 부패 현상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신념의 약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부패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5)
부패 척결은 사실상 시진핑 집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집권의 명분을 제공
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덩샤오핑 집권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
지는 이른바 건설 시기의 최고지도자들은 사실상 경제적 총량 규모의 확장이
집권의 명분이었다. 경제적 성과 획득 지표의 극대화가 정책의 주요 중심에 있
었다. 그 가운데 GDP 지표는 정권의 집권 명분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총량 지표의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60 이는 리스크 자체가 갖는 본질적 요소, 즉 제거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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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전반기 5년의 집권 명분과 근거는 총량 지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다. 시진핑 주석 또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61 이러한 기조의 변화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로 평가 근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또한 제도적으로 질적 지표의 확대에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지표는 부패
등 당원과 인민의 신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회 안정에 관련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 등 신념의 문제에서 당과 국가가 전방위적
으로 대응수준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이 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적극적
으로 국가가 대응수준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부패로 인한 당과 국
가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수준은 당이
전면에 나서 인민에 대한 직접 선전에 나서는 것으로 격상되고 있다. 중앙선전
부가 국가기구 선전 담당 영역을 직접 관장하는 기구 개편이 이를 설명해준다.

나) 종합 평가
부패 현상은 중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작동하는 한 그
어떤 사회도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62 중국에서 이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
는 이유는 부패 현상의 관리를 통해 당 통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의 명분을 축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당성 획득 측면에서 당-국가 체제는 반드시 그
리고 언제나 당원과 인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 신뢰는 통치의 기초이며 근
간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이유로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의 부패 현상은
늘 발생하고 이러한 부패 현상은 언제나 신념의 위기를 부른다.
신념의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당-국가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61 시진핑 시기 총량 성과 지표가 간부 성장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할 때 특정 수치가 아니라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62 이선엽(2017), pp.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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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념의 위기 혹은 신뢰의 약화가 지속될 경우 당
통치의 정당성이 반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현상이 다원화되고 특히 변화 현상의 폭과 깊이에 따라 위험성의 증대를 초래
한다. 심지어 권력 교체기의 시기적 변수도 신념의 위기를 완화할 수 없다. 따
라서 당국은 이를 완전하게 퇴치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의 결과로 감찰위원회 구성의 제
안을 들 수 있다.63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3) 불신·불만
가) 현황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불신과 불만은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관건적
인 요소이다. 당-국가 체제가 대중의 불만과 분신을 내적으로 수렴하여 체제
내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불신과 불만을 제대로 체제 내화하
지 못할 경우 체제 존립의 정당성을 부식하고 체제 내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63 19차 당대회에서는 2016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던 감찰위원회 개혁 지점(베이징, 산시, 저장)

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감찰위원회 법이 제정되고 지방 각급 감찰위
원회가 조직되고 있다.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 ｢감찰법｣이 통과되고 국가감찰위원회가 만들
어지면서 제도적인 장치는 기본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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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중국은 고도의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의 동질성과 통일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마오쩌둥 일인 지배 체제와 같은 시기에는 불신과
불만은 어느 정도 권위적인 방식, 예컨대 지도자와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및
신뢰 강조 선전의 강화 등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은 이러한 일원적인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다원적인 사회 환경을 어
느 정도 용인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고도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댄 문제 해
결이나 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전과 이데올로기 강조가 여전
히 중시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그 영향력이나 효용성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
중의 불신과 불만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상하이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에 따른 산발적인 집단
행동이나 베이징시 판자촌 화재 관련 조치에 불만은 품은 시민의 집단행동 등
이 기존 체제에 불신과 불만을 표출한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불신과 불만은 아
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사회 성원의 기대치가 다양화되면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당과 국가의 대응능력과 관련해 불만과 불신도 함
께 증가한다.

(1) 개연성(평가점수: 4)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에 대한 불만 또
한 특정 정책에 대한 유불리(有不利)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세력이나 집단에
서 간헐적으로 제기된다. 불만을 표출하는 조직화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며, 중
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도전이나 문제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
고 있다. 적어도 당 내에서 집단적인 불신과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현실화되
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저우용캉 부패 사건이나 궈보슝 군내 비리 사건 등이 가
져오는 체제 내구력의 약화는 오히려 개인의 일탈을 단죄하는 것으로 학습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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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사고가 빈발할 경우 체제
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덩달아 싹틀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당 내에서 기층당원과 영도간부, 지방과 중앙의 상호 불신과 불만은 대중의
당-국가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기하는 것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더 위험
한 요소이다. 대중의 불만은 정책의 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의 문제, 즉
기대하지 않은 정책 결과를 둘러싼 관리의 강도와 정도의 문제에서 파생된다.
그러나 체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당 내 성원의 불만과 불신은 당-국가 체제 자
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권력 교체기, 대폭적
인 인사 이동 시기에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2) 위험성(평가점수: 5)
중국 체제를 지탱하는 당원과 대중의 불만과 불신은 그 자체로 체제 내구성
과 내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당 내
에 누적되어 있는 불만은 당-국가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약화한다. 당원 상호
간 불신이 존재하고 협력이 어려워지는 경우 당-국가 체제 자체의 안정 동력을
상실하거나 최소한 안정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인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된다. 따라서 불만과 불신에 따른 체제안정의 위험성은 직접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만은 당 내 다양한 제도적 장치, 예컨대 인센
티브 제공, 승진 이동, 순환 보직 등의 형태로 위험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
대중의 사회에 대한 불만,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 그러한 불신의 대외적인
표출은 기저에서 당-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흔든다. 이 점에서 당 내 불신과 불
만보다 한층 더 위험한 요소이다. 강고한 당-국가 체제라고 할지라도 대중의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하면 안정되게 보이는 당-국가 체제도 마치 모래
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64 그런데 이러한 위

64 따라서 중국 당국은 지방에서 벌어지는 군체성 시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결하

는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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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은 개혁개방이라는 대전략의 추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근원적 제거는 사실상 어렵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 현상의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개혁 자체가 계속되는 한 불신과 불만으로
야기되는 리스크는 계속 증대한다.65

(3) 복잡성(평가점수: 4)
당 내 불신은 당 내 엘리트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간부
충원 과정은 공식·비공식 제도의 준비 정도와 실행 정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간부제도의 완비와 함께 선발, 승진과 이동,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평과 공정 문제가 개별 간부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한다. 그러나 이
들의 불만은 각급 지방이나 부문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당 중앙의 전략적 의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즉 양적 평가를
통한 인사고과를 견지할지, 아니면 질적 평가를 통한 인사고과를 견지할지에
따라 불만과 분신의 증대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체제 혹은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은 구체적인 정책의 퍼포먼
스 그리고 그 정책이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연
결되어 있다. 대중의 불만은 대부분 주택, 의료, 교육, 복지 등 이른바 민생영역
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은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당과 정
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대처능력으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
부보다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지방정부나 기층정부에 대
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점증하는 것도 사회 현상의 복잡성이 체제 안정을 위
협하는 리스크의 복잡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65 2018년 2월 톈진 인민법원에 공식 기소된 전 충칭시 서기 순정차이의 경우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부패가 계속되어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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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점수: 4)
여타 요소와 달리 대중의 불신과 불만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 강도(強度)가
변화하지는 않는다. 당원과 간부의 불신과 불만은 주로 인사철이나 권력 교체
기에 나타나는 기대와 다른 인사 결과나 정책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불만과 불
신이다. 그 파급력은 당 내에서 충분히 체제 내화할 수 있다. 물론 제도적인 측
면에서 구조화되어가는 불신과 불만의 경우 일시적인 약화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강해지기도 한다. 당원이나 간부가 조직적으로 대중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불만과 불신이 내면적으로 지속된
다고 해도 그것이 폭발적으로 외면화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중의 불신과 불만은 사회 분화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그 파급력도 크고 특히 대중적인 불만의 외화된 형태로서 집단행동도 가능하다
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66 특히 사회 분화가 촉진되고 다원적 사회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 또한 안정된 체제를 위협하는 잠
재적 요인으로 계속 증폭될 수 있다. 사회 현상은 특정 시점, 특히 당대회나 전
국인대 등 굵직한 정치행사 시기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개
혁개방이 분권화와 시장화라는 큰 추세로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하는 사
회 현상 또한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화 개혁이 지속되는 한 사회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중의 불신과 불만이라는 체제 안정에
대한 리스크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3)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대응 조치는 사회 현상을 제도 틀에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예컨대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당원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

66 중국에서 군체성 사건으로 불리는 집단행동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

히 조직화 정도에서 보면 미약한 수준인데, 사회 조직을 당과 국가가 여전히 통제, 관리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추세는 이미 확연히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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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투입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실행 과정에서 여러
이해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평가에서도 당과 정부 외 조직의 의견을 반
영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방면에서 당 외 조직 인사와의 간담회, 정치협상회의
를 통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 중요 정책 결정 전 공청회 개최 등 여러 방식을 동
원한다.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노력이다.67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사전 설명 차원일 뿐이다.
대중의 불만 소재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결과나 혹은 자연
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대응하느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이다. 즉 정책 투입에 의
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당과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책 산
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대응수준과 대응방식의 만족도에 달려 있다.
가령 톈진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중은 사건 자체도 물론 중요하
지만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응수준 또한 불만과 불신이 체제 안정, 특히 통치 정당성의 신념을 훼손하고
약화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처능력과 함께 대처효과에 신경을 쓰고 있
는 것도 있다. 사건 사고 현장에 긴급 대응팀을 즉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사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나) 종합 평가
중국에서 당원과 일반 대중의 당-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체제 안정
과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관건적인 요소이다. 중국
은 민주적 절차 정당성보다는 역사적 정당성이나 업적 정당성에서 정권의 존립
기반을 갖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당원을 포함한 사회 여러 대중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불신과

67 이동수(2013), pp. 1~26.

124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불만은 늘 체제 리스크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원의 당 내 현상에 대한 불만과 불신 그리고 대중의 불만과 불신은 사
회 변화와 맞물려 늘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과 국가는 당원과 대중
의 불만과 불신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거나 학습과 교육을
통해 불만과 불신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
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가 폭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하지만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신념의 위기를 불러오고 신념의 위기는
체제의 불신으로 이어져 체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4) 사화(四化) 현상
가) 현황
중국은 당-국가 체제이고, 당-국가 체제의 핵심은 당이다. 중국공산당은 9개
정당 가운데 하나이지만 8개의 참여당으로 지칭되는 민주당파보다 우월적 지
위에 있다. 사실상 중국 내 유일 집권당이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조직과 지방조
직, 기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조직은 중앙위원회를 지칭하며 지방조
직은 행정 급별 층차에 상응하여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급 당위원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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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당위원회, 현급 당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적 특성을 반영
하는 기층조직이 따로 조직되어 있다. 이 기층조직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당원
과 대중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최일선 조직이다.
중국공산당의 조직 원리에 따르면 기층조직은 말 그대로 당과 기층 당원, 인
민이 직접 연결되는 곳이다. 그러나 기층에서는 임의로 일을 처리하고, 조직적
인 배려와 역할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 생활을 오락처럼 여기며, 심지
어 엄격한 조직 기율에 기반을 두지 않는 통속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
의 시각이 있다. 기층 당원과 대중은 사실상 기층조직을 당이나 국가 자체로 인
식한다. 따라서 이들 당 조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로 당과 국가에 대한 인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층조직에서 조직이 이완되고 기율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층
당원과 대중 사이에서 당-국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불만과 불신
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당의 통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당
통치에 대한 신념의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기층조직 간부들의 불신은 당과 간
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는 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체제 안정에 중요한 신념의 변화를 초래한다.

(1) 개연성(평가점수: 4)
기층조직의 느슨함과 기율의 완화는 그 자체로 문제이다. 그것이 초래하는
간부제도의 약화와 특히 간부에 대한 대중적 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당
이 경계하고 주시하는 훨씬 본질적인 문제이다. 2016년 10월 중국공산당 제
18기 6중 전회에서 당 중앙은 ｢새로운 정세하 당 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 준
칙(關於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的若幹准則)｣을 통과시켰다. 당 조직이 기층에서
부터 변화하면서 당의 최일선이라는 기층 당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 이점은 군중과의 밀접한 관계인데, 집권당이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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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군중과의 이탈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68
즉 당의 절대적인 통치 기반인 대중의 지지와 성원이 기층에서부터 무뎌지고
당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경우 당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당이 군중에게서 멀어지는 ‘사화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경우 당은
기층에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중앙당과 지방당만 존재하고 기층당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내부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위로부터 권위가 약화되는 것 못지않게 밑으로부터의 당
존립 기반의 부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체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점수: 4)
당의 기층조직은 기층에서 생활하는 당원과 대중이 기층조직 자체를 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중국 대중의 당과 국가 조직에 대
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행정 급별이 높을수록 당원과 대중의 신뢰도는 높아
진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신뢰도가 높고, 지방정부는 기층정
부보다 신뢰도가 높다. 이는 위계가 높아질수록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
문이다. 즉 기층 당원을 포함하여 대중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리고 위계가 높은 조직이나 사람일수록 신뢰를 보낸다. 반대로 자신의 여러 이
익과 관련되어 있고 위계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간부는 중앙 간부에 비해
신뢰를 덜 보낸다.
중앙에서 기층으로 이어지는 신뢰도의 하락은 사실상 기층에서 기층조직과
기층조직 관계자들을 국가나 국가관원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층에서
부터 국가의 신뢰가 부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뢰의 부식은 당과 정부
로 대표되는 당-국가 체제의 근간인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 혹은 불신으로 이
어진다. 그 결과 당-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신념의 위기로까지 확대되고 이는

68 장용러(2014),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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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안정 유지에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기층에서부터 조직과 관원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리스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3) 복잡성(평가점수: 4)
이렇게 기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오히려 조직과 관원에 대한 불신과 불
만이 증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사회 현상 형태로 직접
기층조직과 대중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행정 급별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
책의 모호성이 높을수록 대중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한 일로 해당 정책을 인
식한다. 반면에 기층에서는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정책이나 조치에 대
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는 중앙보다
는 지방, 지방보다는 기층일수록 높아진다.
예를 들어 기층 대중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육, 의료, 양로, 취업, 탄원 등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은 사실 대중의 경제사회적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불만의 목소리
는 기층조직과 기층관원에게 바로 전달된다. 문제해결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
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불만과 불신은 바로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
로 이어지며 체제에 대한 신념의 위기를 야기한다. 사회 현상의 급속한 변화는
반드시 기층조직의 관리능력에 대한 당원과 대중의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4) 지속성(평가점수: 4)
기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사화 현상’에 따른 기층 대중의 불만은 점증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사회
경제적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 대중은 자신들의 이
해와 요구를 국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불만은 계
속될 것이다. 탄원의 대상은 기층조직에서 지방조직, 심지어 중앙조직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이는 기층 불만의 해소가 불확실할 경우 자칫 당 조직 전체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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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과 국가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화 현상’에 따른 불만은 문제해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
우 더욱 증폭된다.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기층조직이 임의로 일을 처리하
고, 조직적인 배려와 역할도 거의 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직 생활을 오락처럼
여기고, 심지어 엄격한 조직 기율에 기반을 두지 않아 통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하고 기층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누적될 경우 체제 안정은 물론 통치 정당성의 기반을 약화한다고 볼 수
도 있다.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가 인민이 체제에 기대하는 절대적인 신념과 신
뢰의 근간이 된다.

(5) 대응수준(평가점수: 3)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기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당과 군중의 관계(黨群關
係)를 강화하고 있다. 당과 군중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는 개혁개방 이후 만연
한 부정과 부패 현상, 그리고 ‘사화 현상’이 당과 국가의 기초를 약화한다고 인
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층을 더 중시하는데, 그 일환으로 1995년 전국
100개 우수 현서기 표창대회 이후 20년 만에 2015년 전국 100개 현 우수 현
서기 표창대회를 다시 개최했다. 현서기 대회 이후 몇몇 우수 현서기들은 조직
의 배려에 승진 이동하는 우대를 받았다. 중앙당교 우수 현서기 교육을 개최하
여 학습과 교육을 통해 기층조직의 중요성 논의를 확신하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과 국가는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기층 불신과 기층조직의 약화 현상을
제거하고 특히 그 현상으로 촉발된 당원과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수렴하기 위
해 당 내 군중노선 강화라는 일련의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으로 장기간 당과 대중 관계를 중시한 중국
공산당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69 한편으로는 파격 승진 등 격려 기제
와 함께 일벌백계식 처벌 기제를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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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국의 대응은 “중앙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처
럼 지방이나 기층에서는 잘 관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기율
검사위원회가 검사조를 파견하고,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도 하급 조직에 검사조
를 파견하는 등 규범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방대하고 대중의
불신과 불만이 각 방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관리하
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종합 평가
‘사화 현상’은 기층조직이 당원과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
를 제기할 때 언급하는 개념이다. 기층 정치를 담당하는 당정 기층조직이 대중
과 유리되었다. 그 원인은 바로 임의적인 제도 실천, 약한 조직적 제약, 오락적
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조직 생활, 점점 세속화되는 기층의 모습이 중국의 체제
안정에서 필요한 신념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기층조직의 약화 혹은 역할 감소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바로 체제 안정의 위
협적인 요인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특히 기층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따른 대중의 불만 요소를 제대로 체제 내화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
험성은 바로 당-국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증폭된다. 심지어 이
러한 신념의 위기는 체제의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
로 작용한다. 그리고 기층 생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그 불만
의 정도도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당국에서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신교육 강화, 이론과 사상 교육 강화는
물론 기율검사조를 파견하여 암행관찰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 모든 노력은 오
직 하나, 즉 군중과 유리되어 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의 문제로 이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69 김판수(2015), pp.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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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및 외부충격
그림 2-2. 국제 및 외부충격의 기초영역 및 중·대 범위
남중국해
동중국해(조어도)
인도
대만

영토

분리주의(티베트·신장)
홍콩·마카오

국제 및
외부충격

무역, 금융(AIIB, RCEP)
환율
기후변화

지위 경쟁

사이버전
에너지
규범갈등(인권)
민족주의
군 역할

규범·전략문화·
정체성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다양한 국제 환경 및 정세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추구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두 개의 백년을 거쳐 “중화민족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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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장기적인 국가 비전 속에서 국력의 지속 성장에 필요
한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대외관계 리스크
에 당면하는 근원적 요인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국제사회 세력 배분 구도
의 변화”에 있다. 개혁개방 이후 근 30년 동안 평균 두 자릿수의 GDP 성장률
을 보이며 빠르게 발전한 중국은 국제사회와 조우하고 서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자국의 대외 관계에서 대국 관계, 특히 중미 관계를 가장 중시
한다. 미국의 예방전쟁이나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을 안보의 주요 위
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책목표도 처음에는 평화적 부상에
필요한 안정된 주변 환경의 조성에서 점차 영향력 확대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주변국과 막후 지원하는 미국 등 기존 세력권과의 경쟁구
도에 직면해 있다.
이 외에도 국력의 증대에 수반한 중국 자신의 정체성 및 이익관의 확대는 중
국의 대외 리스크를 가중하고 있다. 개혁개방 시기의 개발도상국 정체성이 점
차 책임 있는 강대국 정체성으로 확대되었고, 스스로 상정하는 핵심 이익의 범
주도 정치체제의 안정, 영토와 주권의 수호, 국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
로 다소 모소하면서 확대되는 추세여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이 당면한 외교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첫
째는 영토 분쟁, 둘째는 지위 경쟁, 그리고 셋째는 규범·전략문화·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이다. 첫째로 영토를 둘러싼 갈등 및 분쟁은 총 14개국과 내륙
으로 접경하고 동쪽으로 해안을 낀 중국이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겪어온 주요
리스크이다. 중국은 줄곧 영토 수호를 국가주권과 연결하여 강하게 대응해왔
다. 영토 보전을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관방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 대
중의 민족주의 정서도 공산당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내부 통합 및 종국적 통일을 꾀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여전히 중국 사회의 화약고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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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지위 경쟁은 세계의 주변국에서 점차 미국중심적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중국이 자국의 국력에 부합하는 보다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타나
는 주요한 현상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미중은 국제 경제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상호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환율 및 기축통화를 둘러
싼 미중 간 공포의 균형(financial balance of horror)을 중국이 어떻게 관리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외에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비전통 의제인 기후변화
이슈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 트
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에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적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
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총성 없는 전쟁도 중국이 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부와 권력 형성에 큰 자산인
에너지를 둘러싼 경쟁 국면을 중국이 얼마나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며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도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이다.
셋째로 규범·전략문화·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리스크가 있다. 인권규범을 둘
러싼 중국과 국제사회의 갈등, 국력 성장에 수반되는 점증하는 중국의 민족주
의 정서가 정책 유연성에 가하는 제약, 그리고 강대국 성장 과정상 점차 커지는
군의 역할과 목소리가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의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가. 영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과거 역사에 기초한 자기 세력권 만
회에 대한 욕구 또한 강해지면서 주변국과의 마찰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주변
국과의 영토분쟁이나 주변국을 둘러싼 강대국과의 분쟁 관리가 중국의 국가안
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영토 수호를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기에 타협의 여지가 좁다는 점도 중국의 체제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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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요인이다. 분쟁 관리가 필요한 주요 대상으로는 첫째, 남중국해 분쟁,
둘째, 동중국해(조어도) 분쟁, 셋째, 중인 국경분쟁, 넷째, 양안 관계, 다섯째,
분리주의(티베트, 위구르)가 있다.
중국의 영토분쟁은 크게 내부 통합 문제와 외부(주변국)와의 국경분쟁으로
나뉜다. 내부 통합 문제는 또한 영토 내 통합과 영토 밖의 통일 문제로 나뉜다.
영토 내 통합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티베트,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를 들 수 있
다. 이는 수천년 동안 다른 문명과 문화를 지닌 민족 간의 인위적 통합에 따르
는 진통이자,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현 중국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떨어질 수 없는데, 고대시기 한족(漢族)은 다른
민족과 끊임없는 이합집산 및 정복과 피정복을 경험하며 세력권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그중 티베트, 위구르 지역은 근래에 중국 세력권으로 새로 통합된 지
역으로서 그에 따른 진통을 현 중국이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독립 세력이 해외 테러리스트 세력과 연결된다는 명분하에 주변국과 반테러 공
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질적 민족을 국가의 통제권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
는 거버넌스 능력과 위기 관리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영토 밖 통일 문제는 중국의 근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중국이
근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해체되거나 분리된 대상들을 다시 수복하려는 과정
에서 리스크가 빚어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가 역사적으로 중
국의 일부라는 원칙하에 종국적 통일을 추구해왔으나 양안 간 통일은 매우 요
원할 뿐 아니라 통일 과정이 중국의 안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이 ｢양안관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대만의 중국 흡수통일을 제어하고 있어 양안 문제는 미중 간 중요
현안이기도 하다. 이미 회복한 홍콩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일국양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홍콩의 강력한 반중국 정서 및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타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다. 이는 총 14개
국과 접경하는 중국이 신중국 성립 이후 줄곧 겪어온 주요 리스크이다. 현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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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는 다수의 국가와 바다 및 육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직면해 있다. 중
국은 2013년 7월 정치국 8차 집단학습을 계기로 과거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
분쟁에 관해 줄곧 견지해왔던 덩샤오핑의 ‘주권보류, 공동개발(擱置主權, 共同
開發)’ 방침을 ‘주권중국, 논쟁보류, 공동개발(主權屬我, 擱置爭議, 共同開發)’로
전환했다. 과거 주권을 내려놓고 공동개발을 하자던 중국의 입장은 국력 증대
와 함께 주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다.70
향후 영토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집착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달리할지언정
더욱 치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을 포함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총 6개국 간 발생한 영유권 분쟁을 의미한다. 동중국해(조어도)는
중국이 일본과 빚고 있는 영유권 분쟁지역으로서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
다. 일본은 1972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이후 종주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조
어도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인 민족주의 정서 대립을 겪어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은 역내 패권국 미국과의 세력 경쟁 성격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
어 미중 간 갈등 사안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국경을 접한 인도와 중국은 1960
년대부터 국경분쟁을 겪어왔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인도와의 경쟁 구도도 심화
되는 추세이며 미국이 또한 인도를 활용하여 중국 억제를 시도하고 있다.

1) 남중국해
가) 현황
중국은 중요 해상 교통로이자 석유, 천연가스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
이와 현재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그림 2-3 참조). 남중국해는 동아시아 중
앙에 위치한 중요 항로로서 유럽과 중동을 동북아로, 동남아를 동북아로, 그리

70 조영남(201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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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남중국해 지도

중국

중국 주장 영해

베트남 주장 영해

필리핀
필리핀 주장 영해
베트남

자료: 필자 작성.

고 동남아를 태평양과 북미로 잇는 해상교통로(SLOC)이다.71 1968년 ｢UN 아
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서｣에서 남중국해에 거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
다는 추정이 나온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전 세계 어업량의 10%를 차지하는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고 또한 해저에
약 280~300억 톤의 원유와 7,500㎦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
는 남중국해72를 두고 각국의 영유권 주장이 서로 중첩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
어져왔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남중국해 지역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세력권이자
미 해군의 제해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주변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인
식이 높아지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71 Rahman and Tsamenyi(2010), p. 316.
7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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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R)나 진주목걸이 전략 등 기존 미국중심적 세력권을 동요할 수 있는 접
근을 취하고 있다.73 따라서 남중국해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경각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역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붉은 선)은 동아시아 영
해의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 브루나이, 대만 중 어느 나라도 자국 영토 코앞까지 중국의 영해가 인정되
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중의식과 경각심이 제
고되고 있다. 하지만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추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히 해
양의 전략적 가치에 눈을 뜬 중국에게 남중국해는 사실상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에 해당한다.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나 유엔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국에 대한 불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국의 주권과 이익 수호를
천명하는 이유이다.
표 2-1. 미 해군의 역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일시

미 해군함정

2015.10.26

라센함

2016.1.29

커티스윌버함

2016.5.10

윌리엄 로렌스함

2016.10.21

디테이터함

2017.5.26

듀이함

2017.7.2

스테뎀함

2017.8.10

존 메케인함

2017.10.11

체이피항

2018.1.17

호퍼함

작전지역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
파라셀 제도(시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스카버러 암초(황옌다오)

자료: USNI, https://www.usni.org(검색일: 2017. 12. 15); CSIS, https://www.csis.org
(검색일: 2017. 12. 9).

73 서정경(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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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세력 확장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미국은 자국의 기존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항행의 자
유 작전을 시행해왔고, 이는 트럼프 집권 이후 더욱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남중국해는 사실상의 핵심 이익이며, 미국에게도 역내 세력권
의 소유 여하는 전 세계 패권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양국간 타협과 균형
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간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붉어질 경우
이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매우 중시해온 주변외교에 커다란 타격을 미칠 것
이다. 중국에 대해 주변국이 국제기구나 다자간 경로를 활용할 경우, 그리고 그
것에 대해 미국이 측면 지원을 강화하거나 유사시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이는
단순히 중국의 해양 전략의 좌절뿐 아니라 두 개의 백년을 통한 단계적 중국의
꿈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싼 중국 당국의 대처가 중국 대중이 보기에 유약
할 경우 이는 중국 대중의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초래할 수 있다.74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과 동남아 플러스 미국, 일본 간 대립’구도로
무력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사실상 관련국이 모두 원하지 않는 바이다. 중국이
주변 외교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남중국해 분쟁 발발의 예방에 크게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일정 부분 상쇄된다.

(3) 복잡성(평가 점수: 2)
남중국해 분쟁이 붉어진다면 이것은 중국의 역내 강국이자 리더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중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나 AIIB, RCEP에

74 이동률(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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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의 전개 과정은 이와 유사한 분쟁인 동중국
해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본 리스크로 인하여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필수적인 해로(sea
lane)가 봉쇄되거나 원활한 수급이 문제시되면서 에너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정책결정 리스크, 정부능력 리스크, 대중의 민족주
의 리스크와도 밀접히 연관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남중국해 지역의 지정학적·전략적·규범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한
중국의 수호 의지와 집중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관련국(미국 포
함)의 대처와 저항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 지역
이 향후 중국이 이끄는 일대일로와 수많은 경제통합 레짐, 중국식 규범의 수용
과 안정을 통해 중국 세력권으로 고착되는 시점에 이르기 전까지 본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5)
중국 당국은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 등 외부 세력 개입은 배제하면서 분쟁 당
사국과의 양자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과 ‘행동규칙(Code of Conduct)’
의 기본 틀에 합의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75 주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
다는 원칙은 고수하면서도, 주변국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인문유대와 지경학
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주변국의 해양 실크로드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FTA 등 경제통합 과정을 추진해나가면서, 경제 이익의 공동 향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적 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군사화에 필수적인 인공섬을

75 ｢外交部長王毅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系回答中外記者提問｣,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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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수호이-30 등 주력전투기를 배치하고, 방공식별구역
을 상시 순찰하며, 랴오닝함을 대만해협에 통과시키는 등 다양한 군사적 접근
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하이난성에 산샤시를 설립하여 남사군도를 직접 관리하는 법
을 통과시키고, 2009년에 외교부 산하에 ‘국경과 해양사무국(邊界與海洋事務
司)’을 신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해도(海島)보호법｣을 발효하는 등 제도와
기구를 갖춰나가고 있다.76
마지막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수송로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등 대륙으로부터 에너지 수송로를 따로 확보하면서 미
국의 제해권이 미치는 해양 수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동중국해(조어도)
가) 현황
[그림 2-4]와 같이 중국이 주장하는 EEZ는 일본이 주장하는 EEZ와 서로 중

76 중국 외교부 산하 국경과 해양사무국에 대해서는 http://www.fmprc.gov.cn/web/wjb_673085/

zzjg_673183/bjhysws_674671/(검색일: 2018. 4.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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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된다. 서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내 원유와 가스 개발구를 둘러싼 양
국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는 가장 핵심적인
중일 영유권 분쟁지이다. 양국은 역내 주도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으며, 조어
도 및 동중국해의 점거는 지정학적으로 전력 확충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 2-4. 동중국해(조어도) 지도
EEZ border claimed by Japan
EEZ border claimed by China
Oil and gas fields (Chinese
name in blue, Japanese name
in red)
Dispute area

NORTH
KOREA

CHINA

SOUTH
KOREA

JAPAN
Pacific
Ocean

Longjing/Asunaro
Tianwaitian/Kashi
Duanqiao/Kusunoki
Location of
Diaoyu/Senkaku
Islands

Chunxiao/Shirabaka

자료: EIA, “Territorial disputes hamper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21).

양국은 1978년 수교 시 후쿠다-덩샤오핑 회담을 통해 조어도 분쟁 해결을
후대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후 양국의 국내 정치 변화, 중일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의 변화 및 동중국해 해양 가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점차 마찰이
배태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이즈미 정권과 후진타오 정권 간 해양자원
마찰이 가속화되었다. 2010년 9월 조어도를 둘러싼 양국 분쟁이 첨예하게 대
립하였고, 중국 정부도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양국간 상호 인식은 크게 후퇴
했다. 대만도 한때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일본과 협정을 맺고 영유권 주장을 일
시 보류한 상태이다. 중국의 해양 인식이 강화되면서 동중국해(조어도)는 중일
관계의 뇌관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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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3)
조어도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뒤섞여 있다. 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와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간 충돌이다. 둘째, 1968년 진행된
아시아 근해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직위원회(CCOP)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
면서 주변 해저의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하는 것이
다. 셋째, 1990년 초 일본에서 자민당이 세력을 잃으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일 간 인적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77 이처럼
주장의 근거, 경제 요인, 정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
기가 어렵고,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림 2-5.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중첩
한국

한국
방공식별구역

동해

일본
일본
방공식별구역

한중 중첩 부분
마라도

동중국해

중국

m
7k
24

149km
276km

도리시마

이어도
중국
방공식별구역

퉁다오

중일 중첩 부분
오키나와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

태평양

대만

자료: ｢“한·중, 금주중 방공구역 협의…”조정필요 입장전달｣(2013. 11. 25),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8. 4. 12).

77 이명찬(2013), pp. 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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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다는 점도 분
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조어도 국유화 조치를 취하자 중국 관방도 방공식별구
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응수했다.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에는 조어도는 물론 일본의 오키나와 서쪽 지역 등이 포함된다(그림 2-5 참조).
또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일부 중첩되어 동북아 3국 간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사전통보 요구를 무시하고 B-52 전략핵폭격기를 중국의 방
공식별구역에 출동시킨 바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깨는 중국의 일
방주의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중국해는 중요
한 해상 운송로인 데다 대만 방위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일 간 동중국해 분쟁이 재발하면 공식적으로 중립
인 미국이 묵시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일본 입장에 기울 수밖에 없다. 특히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안보관이 전임시기에 비해 더욱 강경해진 사실을 감안하
면 일본의 세력권을 미국이 함께 보좌해주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타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군
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관련 국가 간 무력분쟁 발발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강대국과의 무력분쟁을 최대한 우회하려는 시진핑 2기 정부의 성향
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중일 간에 이미
위기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일 간 또는
중국 대 일본 및 미국의 무력전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역사적으로 보아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 간 무력충
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어도 분쟁은 가장 대표적인 중일 현안으로서
일단 발발하면 무력충돌까지 가기 전이더라도 중일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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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조어도를 국유화한 이후 양국은 격렬한 대
립 국면을 맞았고 중일 관계 전반은 이로 인해 크게 손상된 바 있다.
조어도 분쟁은 언제라도 중일관계를 크게 악화할 화약고로 작동할 수 있다.
분쟁이 재발된다면 2010년의 경험에 비춰보아 특히 양국간 경제관계와 상호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주요 두 국가 간의 분쟁은 역내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다자기구 및 경제통합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만일 중국이 일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경
우 중국 대중의 반발이나 저항이 국내적으로 매우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체제 안정성 및 공산당 집권 정당성이 타
격을 받을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2)
조어도 분쟁은 주변의 남중국해 리스크와 연동되어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
를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중국 대 미일의 대립 국면을 초래하여 동북아 긴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한중일 EEZ 및 방공식별구역 획정을 둘러싼 갈등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 대중들의 민족주의 성향을
크게 증폭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능력 리스크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만
일 중국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공산
당의 통치 정당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조어도 분쟁은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기적으로 이따금씩 붉어지
곤 했다. 조어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영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강한 집착, 주
변 지역을 자국 세력화하여 장기적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움직임, 그리고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경계심 등을 고려하면 본 이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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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조어도/센카쿠를 포함하는 ｢영
해법｣을 발표하여 자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중국은 서사, 남
사군도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여 동 해역에서
의 자원탐사를 실시하였고, 가스전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일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일본을 가끔 긴장하게 만들고 있
다. 가령 1995년 6월에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본의 자위
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이 있었다. 1996년 10월에는 분쟁지역의 북서쪽에
서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2013년 11
월에는 조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동중국해에 대한 수
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 관방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차지하는 중일 관계의 비중 및 지역
안정을 고려해 분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상호 전면 충
돌을 막자는 공감대 속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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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가) 현황
인도와 중국은 전통적 역내 강대국이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로 생겨나는 동아시아지역의 권력 공백 속에서 양국은 상호 협력도
하지만 상호 경쟁 국면도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인도와 중국 간에는 여전히 국
경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안보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경뿐 아니라 경제, 안보, 인도양에 대한 영향력 등 제반 분야에서 중인 양
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월 인도가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또다시 시험 발사함으로써 중
국을 자극했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추진 중인 군개혁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중인 간 신경전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과도 연계되어 중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2017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인도-태평양’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2017년 신국가안보전략(NSS: New Security Strategy)
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언급했
다.78 이는 미국이 자국의 아시아지역 안보 전략으로 인도를 태평양과 엮어 추
진하겠다는 뜻이며, 중국의 안보 환경에 일정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중국은 막대한 인구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도와 역사적으로 오랫
동안 국경분쟁이 있어왔고 이는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1914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에서 시작된 영토 문제로 양국은 1962년 전쟁까지 치렀

78 White House(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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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9년에는 달라이 라마(Dalai Lama)가 인도로 피신하고, 인도는 달라이
라마의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2017년 6월에도 시
킴 인근 히말라야 고원지대 도클람[중국명 둥랑(洞朗)]에서 갈등이 불거져 중국
군과 인도군 수천 명이 73일간 무장 대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인도 무인기가
중국 영공을 침범하는 일로 양국이 설전을 벌였고, 중국군이 도클람에 군사시
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간 군비 강화를 둘러싼 상호 견제 및 안보 딜레마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
고 이것은 아시아 지정학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79 최근 인도가 발사한
‘아그니-4, 아그니-5’는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 일부를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 이로써 인도는 상
하이와 같은 중국 동부 해안 주요 도시를 포함해 중국 대부분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 중국군 또한 인도를 사정권에 둔 ICBM 등 전략무기의 확충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인 간 안보 딜레마의 심화는 파키스탄에 대한 러시아
의 접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인 양국이 충돌할지라도 이것이 무력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인가는 또 다
른 문제이다. 인도와의 무력분쟁은 중국 자신의 주변 지역 안정을 크게 훼손함
으로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변 외교 및 강대국 외교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와의 대
규모 경협도 중인 간 무력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유효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인 간 국경분쟁이 재발한다면 양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
황이며, 따라서 중인 관계 전반이 빠른 시일 내에 크게 훼손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는 1960년대 중인 국경분쟁과 비교할 때 2017년 인도의 반응이

79 “How rekindled Sino-Indian tensions are reshaping Asian Geopolitics”(2017. 1. 18), 온

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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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강경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중국 또한 영토를 핵심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약한 반응을 중국 대중이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 일본, 미국의 견제 구
도가 형성되는 상황도 중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한다.

(3) 복잡성(평가 점수: 2)
본 리스크가 분쟁으로 전이되면 중국 당국의 정책결정 과정, 정부능력 리스
크와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영토분쟁 사안인 남중국해와 민족주의 리스
크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분쟁의 격화는 양국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경협
사업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과 인도가 깊숙이 관여
하고 있는 역내 무역·금융 레짐 및 경제통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군의 강경 목소리와 연계될 경우 사태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인 국경분쟁의 경우 일단 문제가 붉어지더라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줄곧 중인 간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
도·일본 간 대립 구도는 초기단계라서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중
국의 일대일로가 당장에 삽입되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중인
간 긴장과 마찰 또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은 대 인도 외교에서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경하고 타협
없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제 분쟁으로 전이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막아왔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신형대국 관계보다 신형국제 관계를 제창하며 강대국과의
대립과 분쟁을 최대한 우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인도와의
마찰이 붉어져도 무력분쟁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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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
가) 현황
국공내전을 거치며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이 각각 탄생한
이후 중국은 대만과 체제 경쟁을 벌여왔다.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이 원래 대만
소유였던 중국 대표권을 갖게 되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국가의 핵심 과제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줄곧 간주하며 타국의 간섭을 배제해왔다. 2005년에
는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켜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무력 사용이 가능하
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두었다. 오늘날 중국은 ‘일국양제’와 ‘9·2 합의’를 대만
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력의 강화에 따라 장기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강
해지고 있다. 한편 대만은 집권당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중 관계를 조율해왔으
며, 친중국 성향(국민당)보다 독립 성향이 강한 정당(민진당) 집권 시 양안 관계
는 긴장되곤 했다. 현재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가 이전 시
기에 비해 긴장되어 있다.80

80 문흥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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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할 때 빠지지 않고 처리
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1979
년 중국과 수교 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으나, 곧 국내법으로 ｢대만관계
법｣을 제정함으로써 대만과의 관방 차원의 개입 경로를 열어놓았다. 미국이 대
만 인사를 자국에 초청하거나,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중국은 내정간섭
이라고 강경하게 반응하고,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이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1978년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은 신속히 증대했을 뿐 아니라 통일의
염원이 더욱 강해지는 추세이다. 중국이 수년간 대만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
음에도 대만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점, 세대가 흐르면서 대만인의 ‘중국
인’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 내 지지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이 향후 대만에 대해 무력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81
시진핑 정부는 2020년을 거쳐 2050년까지 중화민족의 대부흥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현재 추진 중이며, 동 기간 내에 대만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
도와 욕구도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만일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거
나 반중국적 행보를 걸을 경우, 혹은 미국 등 타국이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
고 대만 독립에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무력
개입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가능성보다는 미국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미-대만 군사협력 강화에 중국이 현대화한 군을 동원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81 張殿軍(2018), ｢新時代推進國家統一工作的行動引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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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18재정연도 국방수권법은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
슝항을 방문하고 대만 군함은 하와이와 괌을 방문할 가능성을 미 행정부가 타
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주미 중국 대사관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미 군함이
가오슝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날이
라는 민감한 발언을 한 바 있다.82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경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기구의 반응 및
지지 여하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미국 등 타국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비교적 쉽게 일단락되고 대만의 종속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
타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이 친(親)대만적으로 형성된다면, 중국은 외교관계의
중대한 퇴보를 감수하더라도 대만을 억제하기 위해 무력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
다. 이 경우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며, 무력사태의 전개 여하
에 따라 미중 간 무력전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이 차질
을 빚을 것이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본 리스크는 대외적으로 홍콩·마카오 그리고 분리주의(티베트·신장) 리스크
와 연계되어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홍콩·마카오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
는 일국양제 원칙과 체제가 동요될 것이며, 티베트·신장의 독립 움직임을 촉발
함으로써 중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정부능력 리
스크 및 정책결정 과정 리스크와 연계되어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시험대
에 올릴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본 리스크는 신중국 성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존재하며, 향후에도

82 ｢｢美艦抵台之日 武力統一之時｣ 駐美公使李克新: 將啟動《反分裂法》 不是開玩笑｣(2017. 12.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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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장기적인 관리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지속성이 강하며, 대만의 집권당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특히 2050년까지의 추이를 지
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무원 산하 대만사무판공실과 준정부기구 성격의 해협
양안관계협회(해협회)를 창구로 하여 대만과의 관계를 조율해왔다. 2014년 최
초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이 대만의 대륙위원회 주임과 만나 정부
당국자 간 공식회담이 이뤄졌고, 시진핑 주석은 마잉주 전 총통과의 만남도 성
사시켰다. 차이잉원 집권 이후 대만의 탈중국 행보에 중국의 대대만 입장은 더
욱 강경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력하고 있는 주변국 방문외교 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상대국이 반드시 인정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 주도의 양안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해나가고 있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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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5) 분리주의(티베트·신장)
가) 현황
중국은 한족을 포함하여 총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중화
민족의 주류인 한족은 수천 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거쳐 줄곧 우월한 문화와 문
자를 바탕으로 주변 민족 및 세력을 흡수하며 자기 세력을 키워왔다. 설사 이민
족에 의해 정복당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더욱 우월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족 문
화권으로 흡수했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는 따라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한 청나라(만주족 건설)의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1949년 성립된 신중국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일정한 내부통합 문
제를 겪고 있다.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은 비록 행정구획상으로는 중국에
속하지만 두 지역 모두 역사적으로 근대에 이르러 중국 통치권으로 강제 통합
되었다. 모두 한족과는 수천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질적인 인종, 문화, 종교를
지닌 이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에 강제 통합된 것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으로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의 수혜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티베트 고원은 중국의 황하, 양자강, 베트남 메콩강의 수원지로서 지리적으
로 만일 가상의 적국(인도)이 점할 경우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17조 협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에서 대규모 민
족운동이 발생하였고, 이어 14대 달라이 라마는 인도에 망명하여 17조 협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티베트 망명정부를 설립하였다.83 중국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국가 봉기일로 정해진 매년 3월 10일에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14대 달라이 라
마가 머무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위해 고통받은 티베트인을 추

83 趙春(2007), ｢淺論‘西藏問題’的曆史演變和未來走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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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오고 있으며, 티베트에서도 무력항거 움직임이 일어나곤 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약 160만m2에 이르는 중국 내 최대 소수민족 자치 지
역으로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1/6을 차지한다. 구소련 붕괴 이후 신장은 카자
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
탄, 인도, 몽골 등 총 8개국과 국경을 접한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에 속하고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그리고 유럽과 중동으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지이자 완충지대이다. 또한 중국의 전체 광물 매장량의 38%, 중국 전체 석유
와 가스 매장량의 25%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무엇보다 구소련 독립 이후
등장한 인근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가의 대부분이 위구르족과 유사한 역사,
언어, 문화적 전통을 갖는 투르크계 민족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장은 중
국의 국가 안보와 민족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84

(1) 개연성(평가 점수: 2)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다섯 번째로 큰 인구 규모를 가
진 민족으로서 티베트족과 더불어 한족의 지배에 가장 저항적이다. 오랜 역사
를 가진 투르크계 민족으로서 한족과 인종적,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위구르족
은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를 건설한 중앙아시아 제 민족의 움직임에 자극
받아 최근까지도 중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정세
는 서부대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산하
려는 중국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구르족의 독립
투쟁이 과격 양상을 띠고, 해외 테러리즘과 결합되면서 중국 정부는 더욱 강력
한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반테러의 명분하에 분리주
의자를 척결하고 있다.
티베트의 경우,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가 미국 국회와 유럽 의회를 비롯해 수

84 정재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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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제적 장소에서 연설을 해왔다. 그는 1987년에 독립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완전한 자치를 인정해
준다면 중국의 일부로서 티베트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달라이 라마는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왔지만, 티베트 망명정부
의 공식 인정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력이 날로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리주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추세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만일 한 민족이나 지역이라도 독립할 경우
이는 중국 전체의 국가통합과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티베트와 신장 위
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나 만에 하나 독립이 실제 일어난다
면 이것은 네이멍구나 동북3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6개 민
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통합성은 크게 저해되고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민족국가의 공고함이 깨지고 중국 정부와 엘리트 층이 앞장서서 주장하
던 중화민족 한가정(中華民族一家人) 관념이 타격을 받으면서 공산당 일당체제
또한 동요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는 사회분화 차원에서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리스크
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한 중국 내 지역발전의 불균형과도 일정한 연관
이 있다. 만일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면 이것을 통제할 정부능력이 직접적
으로 요구된다. 만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내부통합 문제에 속하
는 대만이나 홍콩-마카오의 독립 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쳐 중국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대처 과정에서 중국군의 강경한 역할과 목소리가 나올 가
능성이 많으며, 무력분쟁의 유혈사태가 심화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독립이 이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155

뤄진다면 중국 내부의 에너지 보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족 가운데 친중국 세력이 완전한 주류를 차지하기까지 향후 일정한 시간이 들
것이다. 분리주의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처하게 될 문제로 보인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족을 점진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
주시켜 민족 성분을 희석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중심지와의 연결성을
제고하며, 서부대개발을 통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 이익을 향유할 친중국적 중산 계급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아울러 티베트와 위구르의 역사를 중화민족의 역사로 재정립하고
그러한 이념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분리주의자들이 중앙아시아 주변국의 반중세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중앙아시아 정부들과 반테러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분리주의 운동에 대응하
고 있다. 즉 상하이협력기구를 주도하면서 아직 테러리즘, 분리주의, 이슬람 근
본주의로부터의 위협이 크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4개국에 경제 원조를 내세워
이러한 의제를 채택하게 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신장 분리
주의 운동의 분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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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콩·마카오
가) 현황
홍콩과 마카오의 근대 역사는 대만과 매우 흡사하다. 과거 이 두 곳은 모두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화하(華夏)의 변방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근대시대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홍콩과 마카오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융합하는 지점이 되었다. 두 지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각기
영국과 포르투갈에 조차되면서 결국 두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중국 정부는 영국 및 포르투갈과
홍콩 및 마카오 수복 문제를 각각 협상했다. 그 결과 1997년과 1999년 두 지
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정책 아래 다시 중국에 귀속되었고, 현재 중국 정
부의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85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
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국 양 체제를 법률화하였다. ｢기
본법｣의 원칙은 주권을 회복하고, 홍콩의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며, 외교와

85 萬建明(2009), ｢澳門回歸 十年輝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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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인민 정부가 관리하는 것 외에 고도의 자치를 부여하고, ‘자유항’의 기
능을 유지하며,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법｣
은 50년 동안 바뀌지 않는데 덩샤오핑은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바꾸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86
마카오의 경우 1979년 2월 중국은 포르투갈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적
당한 시기에 마카오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986년 6월 양
측은 베이징에서 담판을 시작했고, 그 결과 마카오는 1999년 12월 20일부터
중국에 귀속되기로 합의되었다. 제8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는 ｢마
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계획대로 마카오를 반환받음
으로써 대만을 제외한 전 중국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87

(1) 개연성(평가 점수: 2)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이다. 중화인민공
화국(中華人民共和國)과 중화민국(中華民國) 간의 정통성 문제를 내포한 양안
(兩岸) 문제에서 주로 거론되지만, 홍콩과 마카오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중
국의 대원칙이다.88 이에 따라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독립된 국가로 분류하
거나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인
다. 홍콩과 마카오의 주권에 대해 중국이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반환 초기 독립 움직임이 있덨던 홍콩에서 최근에도 우산시위 등 반중국적 움
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홍콩 선거의 개혁을 요구하며 24개 대학의 학생들이 동맹휴업

86 신승하(2008).
87 萬建明(2009), ｢澳門回歸 十年輝煌｣.
88 張曉群(2000), ｢堅持一個中國原則 促進祖國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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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홍콩 금융 중심가 센트럴을 점거하고 시위를 전개했다. 2017년에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후보 제한 등에 반발해 주로 학생들이 반중국 시위를 주도했
다.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우산시위 또는 우
산혁명으로 불렸다.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 이를 지지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중국 관방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강경한 원칙 고
수와 대대적인 탄압, 홍콩 자체의 경기 불안 및 양극화, 정체성 혼란 등의 복잡
한 요인으로 인하여 우산시위의 열기는 점차 사그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홍콩 내 친중국 세력의 양성, 국제사회에서의 확대된 영
향력 등에 비춰보면 우산혁명 등 개혁파들이 향후에도 혁명을 이어나갈 수 있
을지는 미지수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홍콩과 마카오에 반중국 및 독립 움직임이 거세지고 이에 대해 해외 지원세
력이 나타날 경우 이는 중국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
다. 같은 일국양제로 묶여 있는 대만뿐 아니라 이미 독립 움직임이 거세게 몰아
쳤던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 움직임으로 전파될 수 있다. 사태의 전
개 여하에 따라 만주족 등 소수민족의 분리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 결국
중국의 통일과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
국 정부 또는 중국군의 가혹성과 비민주적인 모습이 부각될 경우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국양제가 부정되는 사태는 대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티베트와 신장의 분리주의 움직임과도 긴밀히 연관될 수 있다.
홍콩을 잃는다면 국제 무역 및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군의 역할이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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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 목소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줄지도 불투
명하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홍콩과 마카오가 불안정한 일국양제의 시기를 벗어나 완전한 일국일제 또는
대륙 내부의 통합 수준에까지 이르려면 향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을 두어 두 지역에 대한 사무
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외교관계를 맺는 모든 국가에게 ‘하나의 중
국’ 원칙을 수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주변 외교의 전개 과정에서 시진핑 등 고위관료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상대국의 존중을 반드시 받아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관방의 영향력을 늘리고, 특히 내륙지
역과의 경제적 통합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7년 12월
18일 광둥성 해관은 홍콩 해관과 홍콩에서 ‘광둥성·홍콩 해관업무 연계 회의
(粵港海關業務聯系會議)’를 개최했다. 2018년 상반기 강주아오 대교(港珠澳大
橋)가 완공되면 광둥성-홍콩-마카오가 30분 만에 이동 가능해져 이 세 지역의
무역, 물류, 산업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광둥성은
시진핑 주석이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맞물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둥성-홍콩마카오 간 단일 경제권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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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위 경쟁
개혁개방 이후 평균 두 자릿 수에 달하는 경제 성장에 기초하여 중국의 종합
국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 사
회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강력한 대국
이 되겠다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비중 있게 국제 업무와 국제무대에 등장하였고 오
늘날에는 소위 G-2의 명칭을 얻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등장 및 강대국화는 대미 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1978년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국제사회
속에서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고, 미국 등 서구 세력의 자본과 노하우
를 끌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성과로 강한 국력을 얻을 수 있었다. 2001
년 WTO 가입을 통해 미국중심적 자유주의 경제무역 질서에 완전히 편입된 이
후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자국 국력화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체제와 지
위 경쟁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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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식 메커니즘의 한계와 취약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으로 하
여금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기존의 미국중심적 국제 경제질서의 빈 공간과 취약성을 포착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현
국제관계의 질서를 보완하며, 기존 국제질서의 민주성과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국제 경제금융
질서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규모의 역내경
제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AIIB를 설립하였
는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IBRD나 ADB에 비견되는 것들이다.89 RCEP 역
시 미국이 추진하던 TPP에 대항마의 성격을 띤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매우 밀접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에 있지만, 환율 문제
를 둘러싼 양국간 마찰과 신경전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 따라 환율
을 결정하는 미국식 경제질서에 중국이 일정하게 저항하면서도, 자국의 환율제
도를 거듭 변화시키면서 큰 틀을 따라가는 형국이다. 환율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중 양국 모두가 큰 손해를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걸린 환율 문제
에서 양국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 국제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주요 이슈인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미
중 간 세력 구도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에너지 버전의 중국
위협론을 불러일으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중국이 오늘날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의무를 스스로 높이면서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특
히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89 Yu(2017), pp. 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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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4차 산업시대의 도래 속에서 기술력 향상에서 앞서 나가는 중국으로
인하여 기존에 형성되었던 미국 중심적 사이버 공간의 국제질서가 동요하고 있
다. 양국간 사이버 첩보전이나 기술 도찰 등 상호 견제와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
데 후발국 중국이 총성 없는 사이버전에서 어떻게 미국 등 세계 기술 선진국에
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후변화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
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 에너지 수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전통적 에너지 관
념을 변화시키면서, 자국의 에너지 수입 경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셰
일가스 개발로 경제 재반등의 기회를 잡은 미국과 주변국 러시아 등 에너지 강
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협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
게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화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산의 원활한 수급 및 주변국
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신중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
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1) 무역·금융(AIIB, RCEP)
가) 현황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대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도
권 장악 능력은 단순히 자국의 경제력 등 물질적 능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는 역내 경제 네트워크의 규칙과 규범 설정 능력, 플랫폼 설계 능력, 어젠다 설
정 능력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심적 국제 경제질서의 한계를 포착한 중국의 국제 경제질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제 거버넌스의 공정성을 높이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강한다는 명분으로 무역과 금융 분야의 국제기구와 레짐을
창설하며 경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이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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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을 명분으로 2016년 1월 야심차게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들 수 있다. 2018년 1월 기준 전
체 회원국이 84개국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일본이 주
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대항하는 성격
을 갖는다.90 이 외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적극 설립하려는 것은 중국
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대항 패권(counter hegemony)을 마
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91

(1) 개연성(평가 점수: 2)
중국이 주도하는 AIIB의 설립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회원국으로 참여하
지 말라는 미국의 은근한 압력 속에 처음에는 참여가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여러 국가가 잇달아 참여하면서 설립이 가능했다. 이처럼 어렵게 설립된 AIIB
는 2017년에 이르러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트리플 A등급을 받았고, 출
범 후 2년간 진행한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는 12개국 24건에 달하며, 대출 총액
은 약 42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92 AIIB 설립 초기 국제사회
가 보인 의심과 참여를 주저한 상황에 비춰보면 그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기구가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90 Yu(2017), pp. 353-368.
91 Ikenberry and Lim(2017).
92 Hillma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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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AIIB, ADB, IBRD의 차이점
구분
설립연도
주도국
(본부 소재지)
목적
자본금 규모

AIIB

ADB

IBRD

2016

1966

1945

중국(베이징)

미국·일본
(필리핀 마닐라)

미국(워싱턴 D.C)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개발 융자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제도 개선 지원

1,000억 달러

1,650억 달러

2,054억 달러

자료: ｢AIIB, 중국과 미국의 화폐전쟁의 시작?｣(2015. 4.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2. 20).

중국은 또한 RCEP에 적극 참여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질서에 대한 영향력
을 늘리고 있다. RCEP는 신흥국에 대한 부담은 낮추면서 관세 인하 및 서비스
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흥국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이
에 비해 TPP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주의 무역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중
국이나 신흥국이 진입하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TPP에서 탈퇴하였고 공공연하게 경제 민족주의적 언
사와 행위를 보임으로써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제창하며 자국의 리더십 제고를 꾀하고 있다.93
일본은 호주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TPP 11(또는 TPP minus USA)을 대안으
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개 회원국 중 최대 경제대국인 일본이
적극 추진할 경우 이것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다자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중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 외에도 RCEP과 TPP는 [그림 2-6]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국이 상당 부분
겹치기에 양 세력 간 회원국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경쟁 구도도 형성돼 있다.

93 성균중국연구소(2018),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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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TPP와 RCEP 가입국

RCEP
중국
인도

TPP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베트남

미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멕시코

호주

칠레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페루

미얀마
대만
자료: 필자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AIIB나 RCEP의 경우 자유화율이 그리 높지 않아 21세기
무역 현실을 담는 새로운 무역 거버넌스 규범 및 규칙 수립과는 아직까지는 일정
한 거리가 있다. 전 세계 저성장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큰 갈등으로 붉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2) 위험성(평가 점수: 2)
AIIB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만일 IBRD, World Bank, ADB 등 미국이 이끄
는 국제경제기구와 명백한 경쟁 구도나 갈등관계를 빚을 경우, 이는 그간 자유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형성된 기존 국제경제질서에 위협으로 인식됨으로써 기
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AIIB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의 주변
개발도상국들의 반중 인식도 강화되어 중국의 주변 환경의 안정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IB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
고, 기타 다양한 경제통합 움직임 및 경제다자기구의 성장, 그리고 상호 윈윈을
주창해온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할 것이다. 중국의 RCEP와 일본의 TPP
간 대립 구도가 분명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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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평가 점수: 2)
중미 간 국제사회의 무역, 금융 등 국제 경제질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국
내 리더십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과 연동되어 확대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환
율을 둘러싼 중미 간 견제와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외에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갈등과도 연계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질서의 빈틈을 포착했고, 그
틈을 메우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가 신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국제적 리더십을 소실해가는 현 국면을 맞이하
여 무역과 금융질서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존 미국 중심적 국제 경제질서를 지키려는 미국의 노력과 그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본 리스크는 장기적 속성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은 AIIB나 RCEP를 세계 거버넌스 재편의 장기적 일환으로 상정하고 단
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면서 자국의 리더적
지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많은 나라에게 경제 혜택이 가도록 하면
서 자금 수여국의 내정에는 간여하지 않고, 자금 대출 시 미국적 가치의 잣대를
강조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중국 특색의 규범도 함께 전파하려는 입장
이다. 개발과 발전의 이익을 공동 향유한다는 각종 담론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대일로’ 추진에서 한정된 공간적 개념을 설정하지 않고 미국이
나 다른 모든 나라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개방성과 포용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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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AIIB에 미국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AIIB의 구체적 투자계획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등 겉보기에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환율
가) 현황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세력 전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경제패권 전이
과정에서는 금융 부문이 가장 늦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미중은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마찰을 겪어왔는데, 이것의 근본 원인은 금융통화 문제가 경
제 문제인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94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해온 이유는 미국의 무역
적자의 반 이상이 대중 적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
이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한다고 비판해왔다. 일

94 이왕휘 저, 하영선 편(2017), pp. 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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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국가는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지만 중국은 관방이 정책
적으로 결정하여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요청, 즉 위안화의 즉각적인 가치 상승을 받아들이지 않아왔
지만, 1985년 일본이 당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평가절상해왔다. 또한 무역흑자의 1/5 정도를 미국 자본 시장에 재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95 중국은 현재 개혁개방의
고속성장에서 비롯된 과잉투자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아 기업이 부실해지고 있다. 증권 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중국
의 정황상 기업의 부실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구조조정 중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가치를 올릴 경우 중국의 무역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단계적으로 무역 및 제조 강국을 달성한 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금융 강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 상당
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하에 미국과의 환율전쟁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방어
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미국 하원은 그동안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통화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
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위안화 절상 압박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주의를 펴기 위한 핑계”라고 공식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95 Haruhiko(2004),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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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공약한 인물이다.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에서 그는 미국의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100일 계획’을 중국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국가정책 노선을 담은 신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이
환율을 통해 미국의 경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밝힘으로써 중국
에 대한 발톱을 숨기지 않았다.96
중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미 관계에서 환율 및 경제무역 관계
가 가장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부당하게 환율전쟁을 건
다면 중국도 보복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전히 중국의
공식 행태에는 미국과의 환율전쟁을 우회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미국과
환율전쟁을 벌인다면 중국 자신의 강대국화 과정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중국 경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
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향후 중미 간에는 환율전쟁이 발발하기보다 이따금씩
환율분쟁 수준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환율보다는 무역제재와
같은 통상 분야에서 더욱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
이 위안화 절상에 반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세계경제는 예전보다 훨씬 긴밀
해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응해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오고 있다. 환율제도 또한 관리변동 환율제
도로 바꿨다가, 이후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로 바꾸었
다. 나중에는 복스 통화 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조정하였고,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복수 통화 바스켓 관리변동 환율제도를 택

96 White House(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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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상황에 맞춰 여러 차례 조정을 해왔다. 이는 미국과 환율전쟁이 터질
경우 미국 경제와 깊은 의존관계에 있는 중국 경제에 손실이 클 것이라는 현실
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미중 양국간 환율전쟁이 벌어진다면 우선 글로벌 금융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중 경제 관계도 타격을 받음으로써 결
과적으로 중국의 경제무역은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
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장기적 금융굴기(金融崛起) 과정도 차질을 빚을 것
이다. 무엇보다도 현 패권국 미국과의 상호 인식이 크게 악화되며 미중 관계 전
반이 후퇴할 것이다. 이것은 2050년까지 확실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전
까지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큰 갈등을 가급적 우회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
와도 배치되며, 중국이 추진하는 강대국화 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3) 복잡성(평가 점수: 2)
미국과 환율을 둘러싼 마찰이 심해지거나 심지어 전쟁으로 명명할 수 있는
대규모 갈등 사태가 발발한다면 이것은 우선 중국 관방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제금융 분야 중국 전문가들의 권위와 중국 현능주의의 안정성
이 동요될 수 있으며, 무역과 금융 분야에서 중미 간 마찰과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민족주의 정서가 증폭되어 미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는 대
중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탄력성 공간이
제약받을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이 두 개의 백년을 거쳐 종국적 세계 강대국이 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경제무역 관계에서 핵심적인 환율을 둘러싼 미중 간 각축전은 지속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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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환율을 둘러싼 미중 간 단기적 마찰과 갈등은 수시로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 당국은 환율 조정은 자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견
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황 판단에 따라 자국 환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왔
다. 이는 총 네 차례의 조정 과정을 보인다. 즉 2005년 7월까지는 달러화에 위
안화 비율을 고정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바
꾸었다. 이후 위안화 가치는 2008년 7월까지 약 20%가 평가절상되었다. 글로
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중국 당국은 사실상 유지하던 고정환율제를 내려놓고
2010년에 미국과의 환율 재갈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점진적 환율절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이처럼 환율에 대해 중국은 비교적 장기간 방어적이고 수세
적인 태세를 취해왔으며,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전면적인 환율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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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수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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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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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3) 기후변화
가) 현황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다자무대에 점차 참여하는 가운데 자국의 의무가 강조되는 환경 문
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자국 환
경 문제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당위성 등에 대한 인식
이 제고되면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점차 전환되고 있
다. 특히 2020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포
함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행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중국도 국내 경제의
뉴노멀 상황에 조응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신재
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97
중국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강도를 2005년 수준 대비 40~45% 수준으로 줄인다고 약
속했고, 미국과의 기후변화 공동성명에서도 2030년 이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입장과 태도는 자국 이
익을 위해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미국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에서 미
중 간 위신과 세력 구도의 변화로 비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에너지 외
교는 신기후 체제에 적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대응
하면서 자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1)
원동욱(2016)에 따르면,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시기와 비교해 오늘날 정세
는 크게 변화했다.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반면 중

97 원동욱(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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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4조 위안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속적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미국은 당시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EU가 제시한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대했다. 중국 또한 미국 편
에 서서 자신에게 부과될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국내 경
제의 고속 성장세가 꺾이며 중저속 성장 시기에 진입한 반면 쇠퇴의 조짐을 보
이던 미국은 오히려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과거보다 적극적 태도로 변화해
왔으며, 중국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 추세 하락을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성을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론 중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미국과 모든 면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향후 중국이 미국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분쟁을 겪거나 미국의 커다란 압박
에 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 태도로 전
환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과 일정한 마찰을 겪을 수 있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경쟁 구도가 심
화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
이라는 점에서 큰 저항이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2) 위험성(평가 점수: 1)
중국이 기후변화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제적 리더십
을 점차 획득한다면 우선 중국의 환경정책 및 국제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 수준은 계속 제고될 것이다. 물론 중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해 미
국의 소외감과 불만이 커지고 기후변화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미국 간 경쟁 구
도가 심화된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 다른 분야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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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트럼프 취임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기후변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는 중국의 오명이 오히려 환경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대국의 이미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입장 선회 및 에너지 안보 인식의 변화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다소 강화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의 강대국화에 유리하게 작
용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에너지영
역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중국의 기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국내
에너지영역의 개혁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에 결핍 차원의 에너지 리스크와 연
계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은 향후 자국의 환경오염 상태를 계속 강도 높게 개선해나가고, 국제사
회에서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주요 강대국의 이미지와 지위를 구축해나갈 전망
이다. 이 가운데 미국 등 환경 선진국과의 미묘한 경쟁과 협력 구도는 장기적으
로 지속될 전망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이던 태
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해왔다. 2015년 7월에 정식으로 UN에 ‘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행동강화-중국의 자주공헌’ 문건을 제출하였고, 연속적으로 중-미,
중-프랑스 정상 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적으로도
환경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공산당 당대회 등 중요
한 회의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자신의 노력과 공헌, 유엔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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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노력의 중요성 등을 빠짐없이 천명하고 있다.98 이러한 국내외적인 다
양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은 전 세계 오염 배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미
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4) 사이버전
가) 현황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인류의 왕래와 물류 전달의 수월성
을 크게 강화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의 기초를 닦았
다. 3차 산업혁명은 개인 컴퓨터(PC)와 인터넷으로 인류의 생활상을 크게 변화
시켰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 인터넷 시대일 것이라고 전망된
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국의 4차 산업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은 중국에서 [그림
2-7]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8 성균중국연구소 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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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중국 인공지능 산업 규모 및 성장률
(단위: 억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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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차오용친(201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타국의 군사
기밀, 언론 정보 등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절취하는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전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IT 분야의 인공지능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 사이버 강대국 미국 간
새로운 전쟁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현재 중국을 주요 사이버
해킹 위협국(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99 중국이 사이버
전을 통해 이미 미국의 기밀을 몇 차례 빼갔다는 사실이 미국 사회에 공개되면
서 미중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바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양
국간 불신과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중국발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피해인식과 민감도가 강화되
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오히려 자신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며 내부

99 White House(2017), pp. 12-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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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보화, 기술화에 치중하면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100 4
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을 향한 미중 간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이 중국을 거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차단
해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도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근원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 근원지를 파악하는 데
수 주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전쟁이 실제 전쟁으
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절도 행위 및 테러
에 대해 타국과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를 일정하게 완화한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오늘날 미중 간 사이버 전쟁은 과거 미소 간 냉전에 비해 겉으로 보기에는 덜
위험하지만, 사실상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성격을 띤다. 냉전시대에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자연스럽게 발휘
됐지만, 사이버 전쟁은 파괴가 아닌 절도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101 또
한 사이버전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활동뿐 아니라 국가 안보, 에너지, 금융, 보
건, 커뮤니케이션, 산업, 문화,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
다.102 향후 어떤 분야에서 사이버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이슈화되느냐에 따라
중국에 미치는 위험도는 다를 수 있다. 전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이 만일 미국과의 사이버전에 정식으로 연루되고, 이것이
매우 민감한 범위에서 크게 확산될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중미관계는 크게 악
화될 수 있다. 미국 및 다른 선진국과의 사이버전이 가열될 경우 중국 내 경제,
산업, 무역, 의료 등 해당 분야의 기존 질서가 동요되고, 더 나아가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체제 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
100 陳俠(2015), ｢美國對華網絡空間戰略研究｣.
101 ｢‘新사이버냉전’ 미중관계 시험대｣(2013. 2.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25).
102 미국은 안보, 에너지, 금융, 보건, 커뮤니케이션, 물류(교통) 분야를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여섯

가지 핵심 분야로 판단하고 있다. White House(2017),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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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평가 점수: 3)
본 리스크는 우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중 간 무
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역·금융 리스크와 연관된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공격 등 국가 안보와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군의 기술
화, 정보화, 군개혁 등 중국군의 역할 리스크와 연관된다. 만일 관련 의제로 인
하여 민족주의 정서가 증폭될 경우 사회 관리 불안에 따른 정부능력 리스크와
연관되는 성격을 갖는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사이버 전쟁의 경우 공격의 근원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무기한으로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4차 산업
시기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을 향한 미중 간 사이버전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며
점차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4차 산업시대를 대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재빠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사이
버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 조장을 맡고 중국
의 사이버 안보 관련 문제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그는 관련 회의에서 “사이버
안보와 정보화는 국가 안보와 국가 발전, 광대한 인민의 업무 생활과 관련되는
중대한 전략적 문제이다...(중략)...사이버 안보가 없으면 국가 안보도 없고, 정
보화가 없으면 현대화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103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인터넷·빅데이터와 AI를
실물경제와 융합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104
103 ｢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領導小組第一次會議召開, 習近平發表重要講話｣(2014. 2. 27),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8. 4. 3).
104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 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 在中國共産黨十九次全國代表大會

上的報告｣(2017. 10.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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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다가오는 사이버전의 위험을 관리하고 국가 성장 동
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주도하에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중 간 사이버 안보전에 대해 논의하는 워
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사이버 안전법(網絡安全法)｣을 2016년
제정하고 이후 수정안을 마련하여 중국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다.105 이 외에도 사이버 공간 전담 부대도 신설하였으며, 사이
버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국산 네트워크 기술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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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가) 현황
2003년 미국에 뒤이어 세계 2위 에너지 소비국이 된 중국이 전 세계 에너지
를 빨아들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블랙홀이 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중
국은 에너지, 특히 석유 수급체계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

105 ｢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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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 경로가 대부분 중동지역 에너지의 해양 수송이
라는 점이다. 해양 수송의 핵심지인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은 미 해
군의 강력한 제해권이 미치는 곳이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이 증대할수
록 미국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증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진주목걸이 전략뿐 아니라 ‘일대일로’의 전면적인 추진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더욱 긴밀한 에너지 안보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제해권이 미치는 해양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
고자 노력하고 있다.106
과거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입각한 중국의 파상적이고 공격적 행보는 세
계 석유 시장의 물리적 수급 상황을 압박하여 유가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
지하거나 국제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선 공급 측면
에서 중국은 대형 국유 메이저들을 통해 공격적으로 유전 개발과 석유 공급 확
보에 치중함으로써 기타 에너지 소비국들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가격 측
면에서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수송로와 관련해서
도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에너지판 ‘중국위협론’ 등장의 배
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재사고를 거치고, 또한 최근 기후변화 및 국내
환경 문제로 인한 저탄소 경제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대
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신기후 체제에 조응하는 새
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외교의 필요성이 중국에서 제기되
고 있다. 이 가운데 중동,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 및 에너지 부국과의 전
략적 협력과 경쟁이 교차되고 있다.107

(1) 개연성(평가 점수: 3)
시진핑 시기 중국 에너지 외교의 주요 내용 중에는 에너지 다변화 전략이 있

106 趙華勝(2014), ｢絲綢之路經濟帶的關注點及切入點｣, p. 28.
107 원동욱(2016), pp. 71~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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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저 멀리 중동이 아닌 주변국의
에너지를 더욱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것을 원래 추진해오
던 진주목걸이 전략과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제해권에 속해 있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면서도 더욱 빠르고 안전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다.108
문제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
대일로가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역내 강대국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필
연적으로 부딪힌다는 사실이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대부분은 특히 미국의 영향
력하에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통적 세력 범
위 안에 있다.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게임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이 전개하는 일대일로나 진주목걸이 전략 등에 대해 미국 등 서구
세계는 대체로 경계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대부
분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아 중국이 향후
막대한 경제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09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국이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나 진주목걸이 전략이
주변국인 일본이나 인도의 반감을 초래하여 반중국 동맹 구도를 초래한다면 이
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안정된 주변 정세의 확보에도 유리하지 않다.
만일 러시아와 에너지 수급 문제로 마찰을 겪는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를 끌어오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에너지 수송 과정의 어려움이나 마찰은 남중국해 문제와 매우 연관성이 깊
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외교는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나 그와 관계된

108 서정경(2015), pp. 225~257.
109 ｢一帶一路沿線國家多爲中等風險｣,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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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에너지가 국제사회에서 만일 과거
1970년대처럼 자원 무기화된다면,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촉발할 수도 있
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의 원활한 수송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적 거점이나 인공섬을 매립하는 작업은 중국군의 강한 목소리와도 연계될 수
있으며, 만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싸고 타국과 마찰이 생겨나면 분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에너지의 원활한 확보 및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개
선하는 것은 모두 중국이 장기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속한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집중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은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중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하고, 진주목걸이 전략을
전개하며, 일대일로를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다변화 구도를 만들어나가고 있
다. 시진핑 시기 들어 ‘신에너지 안보관’에 따라 에너지 외교의 다변화, 다자에
너지기구에의 적극적 참여,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의 심화 등 세 가지 측면에
주력하면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양국 총리급 정기회담을 플랫폼으로 양국의 에너지 협
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또 다른 중요한 에너지 수
입원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외에도 다자에너지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국 및 EU와는 양자 협력도 전개하고 있다. 중미 간에는 신에너지 국제협력메
커니즘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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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에너지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해외에 4개의 중요전략거점을 구
축하였다. 즉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북아프리카 전략거점, 카자흐스탄을 중심
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전략거점,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전
략거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전략거점이 그것이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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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범·전략문화·정체성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고 국제사회와의 조우 공간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스스
로 갖는 정체성 또한 일정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 정
체성에서 중소분쟁 이후 제3세계 정체성을 추가했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개
발도상국의 신분으로서 선진국의 노하우와 자금을 적극 유입했다. 국력의 가시
적인 강화가 목도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국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중국 지도부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자
부심은 날로 제고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8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는 처

110 원동욱(2016), pp. 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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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발전) 노선, 이론 그리고 체제에 대한 자부심(self confidence in path,
theory, and system)”을 언급했다.111 오늘날 중국을 이끌고 있는 제5세대 지
도부는 신중국 수립 이후에 태어난 포스트 49세대이다. 개혁개방 이후 점차 강
해지는 중국, 많은 나라가 중국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을 보면서 성장한 세대이
다. 중국의 종합국력도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시기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대중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시진핑을 포함한 제5세대가 전개하는 중국
의 대외 정책은 미래에 대한 야욕에 의해 더 많이 추동될 수 있다.112
이처럼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우선 중국이 예로부터 끊임없이 미국 등 서방의 비판을 받아온 인권
관념에 대하여 중국 자체의 새로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자국의 인권 개선에
대한 인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다양한 인권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등 서구의 인권에 대한 보고
서를 발행하며 비판하는 새로운 행태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인
권 개념은 여전히 서구 사회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인권 등 가
치관과 규범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서방)의 경쟁 구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 대중의 민족주의 성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것은
비단 중국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가
운데 맞게 될 다양한 사안에서 민족주의가 촉발되어 자칫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에,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세
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 정치의 안정성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중국 군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

111 Wang(2014).
112 이와 관련하여,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현재 중국 국민이 갖는 국가적 자부심 및 국

제사회에서 중국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은 다른 어느 부상하는 나라보다도 크고, 중
국 국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낙관주의는 다른 강대국 시민의 그것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보았다
(Wa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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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일전 및 국공내전을 통해 국가
건설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후 국가적 관심이 경제 성
장으로 전이되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조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각종 부패
와 연관되었으며, 정치화된 군인집단의 탄생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강도 높은
군개혁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그래서 중국의 강대국화에 이
바지 할 강군 육성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군부의 목소리도 향후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이 중국이 당면한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중국 정부의 전
략적 유연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규범갈등(인권)
가) 현황
중국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인권후진국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인권 문제로 각 나라 및 관련기구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에 중국은 주권이 인
권에 앞선다고 여기며, 자국 인권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나 비판을 내
정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113
그러나 중국도 국제사회에 점차 참여하면서 국제적 기준과 가치관을 무시할
수만은 없으며, 국민의 인권 요구에도 더욱 부응해야 한다. 중국은 인권이 각국
의 현실에 맞는 기준에 따라 정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2006년 “比如拿人權來講, 像中國有11.5億人口, 如何使這麼多的人吃
得飽, 穿得暖, 解決生存權的問題, 那也是件大事情。” 즉 배부르고 따뜻한 것이 중
국에서는 인권이라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살아남는 권리”라고 주장
한 바 있다.114 중국은 자국의 인권이 계속 신장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제 성장에 따라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중의 바

113 ｢中國專家: 美國等指責中國人權狀況幹涉中國內政｣(2016.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12).
114 ｢江澤民論人權｣(2006. 12.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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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뿐 아니라 소위 보편적 인권 개념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서구 사회와도 충돌
한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구금에
이은 사망과 중국 사회 전반의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고 있다.115

(1) 개연성(평가 점수: 3)
인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서구)의 대립은 인권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 서구
의 보편적 가치관과, 인권을 공산당 체제하에서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 여
기는 중국의 가치관 간의 긴장과 대립에 기인한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국
제사회에서의 위치도 제고되면서 서구국가들에 의해 비판받는 인권 문제를 방
어하고 자국식 가치관과 이념을 개발 및 전파하려는 중국의 인식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서구 사회의 경계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 외에 중국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인권 리스크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
제력 증대에 따른 국민의 인권의식 제고로 인하여 국민은 정부에 더 높은 수준
의 인권보호와 관련 법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수준이 국민의 요구 수
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국과 서구세계의 인권을 둘러싼 대립과 신경전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류
샤오보 사망 이후 중국의 인권에 대한 서구의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중국
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는 2017년 3월
발표한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인권 활동가를 탄
압하고 언론과 학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홍콩의 자치권과 독립적 사법
체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16년 미국의

115 ｢12國發聲明指責中國人權狀況 中方: 堅決反對｣(2016. 3.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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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록과 침해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총기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정치권리 유린, 여성·아동·노인 인권 결핍, 타국 인권 침범 등을 다
뤘다.116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2월 인권 유린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가오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 정부 당국자를 제재 명단에 포함한 데 대해,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
라며 일축했다.
2017년 12월 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통제와 변호사
구금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에서의 인권 악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
다고 밝혔다. 곧이어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중국 인권 법치화보장의 새
진척이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패척결과 사법개혁에서
성과를 보이며 인권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117 이처럼 중미 간
인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서구와 동양 간 이념
적 우월성을 내포한 경쟁의 성격도 띤다. 하지만 이러한 신경전이 현재로서는
위기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 복잡성(평가 점수: 5)
본 리스크는 우선 대외적으로는 분리주의 리스크, 홍콩-마카오 리스크와도
연계된다. 중국 인권을 둘러싼 중국과 서구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민족주의 리
스크와도 연계된다. 대내적으로는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
서 각종 리스크와 미세하게 연계된다. 예를 들어 중국 대중에 대한 통제력과 중
국 대중의 인정,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능력 리
스크, 불신불만 리스크와 직결된다. 인권 상황을 보좌하는 국내의 식량, 전력,

116 國務院新聞辦公室(2017), 2016年美國的人權記錄.
117 ｢中國人權法治化保障的新進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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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황뿐 아니라 환경재해, 안전, 전염병 리스크와도 연계되며, 환경 차원
의 사막화, 생태교란, 오염과도 연계된다. 급진 도시화에 따른 도시 빈민굴, 사
회 거버넌스 차원의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성비 불
균형, 경제 격차의 확대, 지역 발전의 불균형 등 매우 광범위한 리스크와 연계
되는 특색이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본 리스크는 매년 비교적 정기적으로 반복되면서도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속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 증대가 지속되면서 인권이라는 규범을 둘러
싼 양 세력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대중에 대한 통제력과 충성심 확보 차원에서도 그
러하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중국 당국은 국내적으로 인권 관련 백서를 발행하거나 자국 인권의 증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국내 대중
의 높아지는 인권 요구에 대해 다양한 복지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
전히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국가적 과제 실현을 개인의 권리보다 우위에 놓
는 사고관과 사회분위기를 양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특색에 맞는 인권관을 전파하면서 ‘제1회 남남(南南)
인권 포럼’을 열어 미국 등 서방 중심으로 제기돼온 인권 문제에 도전장을 내기
도 한다. 이제 중국이 미국 등 서구세계의 인권에 대해서도 평가하거나 비판하
고 나서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신만의 인권 개념을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국제 사회의 계속된 인권 비판에 맞
서고 있다.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189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민족주의
가) 현황
신중국 수립 이후 민족주의를 배격했던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
하고, 국가가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정서를 점차 수단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통합하고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신중화주의 또는
중화패권주의로 인식되어 주변국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곤 한다. 과거 서구세
력에 의해 100년의 굴욕시기를 겪었다는 보편적 민족주의 정서와 국력의 증대
에 기초하여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가 대체로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시 이는 오
히려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변국들과 영토 갈등을 종종 빚고, 이때 중국
이 ‘핵심 이익’에 대한 완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주변국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
를 대상으로 주로 발현되었던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가 주변의 아시아 국가로
그 대상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이 원하는 안정된 주변 정세 확
보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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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 강화가 촉발될 수 있는 주요 현안이 주로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는 영토분쟁이라는 점,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에 대한 주
변국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세력과의 경쟁
심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당당하게 임하라는
대중의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족주의 정서 제고로 인
한 위기 발생의 여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과 트럼프 대통
령 재임시기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자극은 중국 대중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촉
발할 가능성이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조어도, 대만통일, 대미관계 등 대외적 현안에 관한 중국 대중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폭증하고,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처에 사회적으로 불만이 심화될 경
우 이는 중국의 체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조어도, 대만통일,
남중국해 등 타국과의 갈등 촉발 시 국내 민족주의 정서의 강화는 타국의 경계
심을 크게 증폭하고 반중국 연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위협적이다.

(3) 복잡성(평가 점수: 5)
타국의 인식 악화 및 군비 강화로 인한 ‘중국위협론’ 성행은 대외관계의 영토
차원에서 모든 리스크, 즉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 대만, 분리주의, 홍콩·마
카오 리스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이 외에도 지위경쟁 차원에서 무역·금융,
환율, 기후변화, 사이버, 에너지 리스크와도 연계되는 속성이 있다. 규범 차원
의 군 역할 리스크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사회분화 차원에서 소수민족 문
화의 고유성 리스크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다. 한마디로 상당히 광범위한 리스
크와 연계되는 매우 복잡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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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공산당에 의한 ‘중화민족 대부흥’ 레토릭의 지속성, 국력 강화에 힘입은
대중의 강대국 열망, 뉴노멀시기 국가의 실제 능력과 대중의 기대수준 간의 괴
리가 불러올 사회적 불안,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 강화, 영토 등 핵심
이익 사안의 해결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든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두루 감안하면 민족주의로 인한 중국 사회의 위기
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백년을 거쳐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실현한다는 장기
적 계획 속에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 개선 및 안정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민족
주의 정서가 촉발될 수 있는 외교 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을 제시하고, 분쟁국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며, 또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
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대상국들이 모여 있는 동남아국가들
에게 다양한 경제 통합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분쟁 가능성을 희석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이슈나 일국양제 원칙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
도록 양자협의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대일로를 주창하는 등 우선 파이를 키우
는 데 주력함으로써 주변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고, 주요 포털의 여
론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 거미줄처럼 형성돼 있는 사회안전 시
스템을 활용하여 대중 여론을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정부의 입장을 전파한다. 특
히 국내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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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역할
가) 현황
중국군은 항일전 및 국공내전을 통해 신중국 건설에 기여했지만, 국가 건설
이후 특히 탈냉전 이후 ‘평화와 발전의 시대’라는 시대 규정 속에서 경제 성장
에 밀려 큰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군조직도 육군을 중심으로 방만해졌고 정치
권과 연계되며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가졌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강대국화 과정에서 군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중시되고, 대중의 민족
주의 정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군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이 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군의 강경한 목소리와 불만이 대중의 민
족주의 정서와 결합하여 힘을 받을 경우 중국이 처해 있는 다양한 안보 관련 사
안에서 타국과의 마찰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2)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4년 만에 공표한 새 국방전략 보고서는 자국의 우선 관심사를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바꾸었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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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했다.118 201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3% 늘어난 7,000억 달
러 편성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간 ‘항행의 자유’ 작전이 5회나 실시되
는 등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서 시진
핑 2기 정부도 강력한 군개혁을 통하여 2035년 군 현대화, 2050년 세계일류
군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119 사드를 계기로 핵전력 강화 및 첨단무기에 대한
욕구도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또한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와 결합되어 지지
받고 있다.
2018년 초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국방전
략보고서(NSS)를 발표한 후 자국의 영토나 주권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사안과
관련해 중국의 보다 강경한 입장 표명과 행위가 뒤따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최근 자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올해 첫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선 미 이지스함
을 경고 후 물리쳤으며, 미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
했다.120 미 해군의 남중국해 대상 항행의 자유 작전은 2015년 처음 시작된 것
으로, 중국이 ‘모든 나라는 다 항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초기 입장에서
‘항행의 자유를 빌미로 중국의 이익을 손상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
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강대국화에는 강한 군대가 필수적이
라는 시진핑 주석의 신념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군의 목소리
와 역할 강화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공
산당 19차 당대회에서 군대에 대한 공산당의 리더십이 매우 강하게 천명되고,
시진핑 주석이 군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군의 입장이 정부
의 입장과 엇박자를 내거나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8 White House(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 5),
119 성균중국연구소 편(2018).
120 ｢中國國防部史無前例的聲明, 真實涵義是什麼?｣(2018.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4. 11).

194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2) 위험성(평가 점수: 4)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수호, 국경분쟁, 독립세력을 누르고 민족국가의 공고
함 유지, 양안통일 등 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사안에 도전이 가
해질 때 중국군이 강경한 목소리와 입장을 피력하고 이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
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핵심 이익 개념이 원래의 주권, 영토 수호에 더해 지속가능
한 발전, 사회 안정 등 다소 모호한 것까지 포함함에 따라 핵심 이익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군의 강경한 목소리와 대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
고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본 리스크는 외교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슈, 주변국과의 국경분쟁,
국가통일(마카오, 대만) 리스크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대내적으로도 정책결
정 과정, 에너지 리스크, 정부능력 리스크와 연계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본 리스크는 관련 사안의 정기적인 발발로 인하여 단기적, 반복적으로 재연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개혁의 전개 여하, 미국과의 군사적 경쟁 구도 및 상
호 신뢰 여하,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5)
시진핑 주석은 취임 이후 ‘중국의 꿈’을 제시하고, 여느 전임자보다도 강대
국 지위 추구에 강한 열망을 보여왔다. 그는 2013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자마자 바로 군개혁을 개시하며 중국군의 체질 변화와 군사력 강화에 주
력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강한 군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방만한 군조직을 개편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195

하고, 군비를 강화하며, 군문화를 쇄신해나가고 있다. 이에 ‘중화민족의 대부
흥’에 공헌하는 강군 육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그러한 군대의 통제
권과 지도권을 철저히 중국공산당 수하에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군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과 영향력을 강조하였
다. 당에 충성하는 강군의 육성이 지속될 것이며 군의 강한 목소리는 공산당에
의해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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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3. 결핍과 재난
그림 2-8. 결핍과 재난의 기초영역 및 중·대 범위
식량 결핍
에너지 결핍

결핍

전력 결핍

자연재해
안전사고

재난

질병과 전염병

결핍과
재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환경오염

사막화

자료: 필자 정리.

가. 결핍
중국은 960만㎢의 광활한 영토와 13억 8,000만 명의 인구, 무수한 자원을
보유한 대국이지만 일부 물질적 기반, 즉 식량과 에너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경제체제의 기본 요소인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식량과 생산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및 전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비로소 경제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데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 부
문에서 만성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고 있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식량을 통제하는 자가 대중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자가 대륙을 장악하며 자금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헨리 키
신저(Henry Kissinger)의 예견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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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 최대 농업생산국이다. 200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곡물 생
산량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입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량 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한 대표적인 원인은 수
자원 결핍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농업의 기초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역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토지오염과 수질
오염의 피해를 받는 경작지가 점차 증가하면서 매년 약 400억 톤의 곡물 생산
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 농업과학원은 곡물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의 40%
가 환경오염에서 기인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121 농약, 살충제, 제초제 등
화학제품의 남용, 산업폐수나 생활하수, 가축 배설물 등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식량 결핍이 초래되었다. 이에 중국
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5년부터 생산한
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량안(糧安)공정’을 적극 실
시하고 있다.122
에너지 역시 만성적인 결핍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거
대한 수요가 존재했다. 그러나 국내 공급과의 현저한 격차로 인해 해외에서의
수입이 불가피했고, 이는 에너지 안보 문제로 귀결되었다. 에너지 결핍을 초래
하는 더욱 심각한 요인은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에너지믹스의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며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천연가
스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은 에너지 공급 부족을 더욱 가중했고, 이로 인해 북부지역으로만 한정되
었던 가스 공급 부족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수력, 원자력 등을 포
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석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에너지 결핍은 전력 결핍을 초래한다. 중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

121 章力建, 朱立志(2007), ｢農業立體汚染防治是當前環境保護工作的戰略要求｣, pp. 36~43.
122 國家發展改革委員會, 國家食糧局, 財政部(2015), 糧食收儲供應安全保障工程建設規劃(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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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력 결핍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경험했다. 시진핑 시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에너지믹스의 개선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여
전히 제한적이며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에너지가 낭비되는 기수(棄水), 기풍(棄
風) 및 기광(棄光)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안정적인 경
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전환된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전력 결핍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
력을 요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식량, 에너지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국가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특히 이들의
결핍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정치영역의 정부능력 리스
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나 도농 간, 지
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 사회 분야의 리스크와 연계된다. 중국
의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원 확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
지하며, 세계 최대의 식량 및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가 원활하지 못할 경
우 국제시장의 가격 폭등이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외관계 영
역의 리스크와도 높은 연계성을 갖는다.

1) 식량 결핍
가) 현황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1995년 ｢누가 중국
을 먹여 살릴 것인가?(Who will feed China?)｣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
며 중국의 식량 결핍을 지적하였다.123 일찍이 중국에서도 식량 결핍을 중요한

123 Brow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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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하였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
다(民以食爲天)”는 역이기(酈食其)의 격언을 인용하여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했
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은 식량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소위 먹고사는 ‘원바오(溫飽)’ 문제의 해결이었다. 경제 성장과 도
시화는 원바오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일부 곡물과
농산품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 급격한
부족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주요 생산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증산장려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05년 이후 생산량과 수요량이 일정하
게 증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8년 중국 정부가 공포한 국가 식량안전 중장기 규획에서는 곡물(쌀,
밀, 옥수수 등), 두류, 서류(감자, 고구마)를 식량으로 규정하며 식량 자급률을
95%까지 제고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식습관이
변화되며 쌀과 밀의 소비가 다소 감소한 반면 육류 소비가 급증하며 가축의 사

그림 2-9. 중국 3대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1991~2014년)

(단위: 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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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시재(2017, p. 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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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곡물 총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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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대두 등의 소비가 증대하고 있다. 옥수수를 제외한 쌀과
밀의 자급률은 95% 수준이지만 옥수수를 포함할 경우 자급률이 80% 수준까지
하락하는바,124 중국은 옥수수, 대두의 수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OECD와 UN FAO가 공동으로 발표한 Agricultural Outlook 2016-2025
에서는 중국 3대 곡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125 또한 소비량이 생산량을 크게 상회하지만 격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농업부 산하 농업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중국농업전망보고
2016-2025에서도 주요 곡물 중 하나인 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증가, 도시화, 소비 수준 향상, 가공용 수요 증가
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126

그림 2-10. OECD-FAO 중국 3대 곡물 생산량 및 소비량 전망치(2015~25년)
(단위: 억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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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여시재(2017, p. 36, 재인용).

124 OECD Statistics(검색일: 2017. 10. 12).
125 OECD and UN FAO(2016).
126 中國農業部(2016b), 中國農業展望報告(20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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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중국 쌀 생산량 및 소비량 전망(2017~25년)
1.52

0
-100

1.5

-200

1.48

-300
1.46
-400
1.44

-500

1.42

-600

1.4

-700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억 톤)

2021

2022

2023

소비량(억 톤)

2024

2025

초과생산량(만 톤, 우)

자료: 여시재(2017, p. 39, 재인용).

(2) 위험성(평가 점수: 5)
채텀하우스의 롭 베일리(Rob Bailey)는 농업 노동자의 고령화, 환경오염,
기후 변화, 토양 고갈 등도 중국의 식량 결핍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127 주요 기구의 중국 식량 수급 전망에서도 3대 곡물의 수요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며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쌀과 밀의 단위 면적당 생
산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생산 면적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 농업부가 2016년 4월 발표한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규획(2016-2020)에 따르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과 밀의 공급
보장을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나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 증대를 통한 공급 안정
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128
중국 정부는 옥수수 생산지역의 최적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두, 서류, 잡

127 “Why is China buying the world’s seeds?” (2017. 7.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1. 10).
128 中國農業部(2016a), 全國種植業結構調整規劃(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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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생산 증대 계획을 수립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식용 재배는 축소하고 사
료용 재배는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2020년까지 옥수수로 생산한
바이오에탄올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동북지역에 바이오에탄올 생
산기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내부에서는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옥수수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 변화도 식량 결핍을 초래할 요인 중 하나
로 지목되고 있다.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과 밀의 소비는 감소할 수 있으나 육
류, 채소, 과일, 유제품 등의 소비는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해 농지 훼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95% 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 목표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상술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소비량 증가는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 부족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운영에도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복합성(평가 점수: 5)
식량 결핍은 중국의 리더십과 연계되어 있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보고
서129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인구의 3%에 달하는 4,335만 명
이 빈곤층(중국 정부 산정 기준 연소득 2,300위안 이하)으로 분류했다. 2012
년부터 연평균 1,391만 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지난 샤오캉 사회 건
설을 강조하며 공동부유로 가는 길에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리더십에 커다란 타격을 입히며 공
산당 집권의 명분을 약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중국위협론”이 대두하고 있다. 식량 결핍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910억 달러를 투자하여

129 國務院扶貧開發領導小組辦公室(2017), 國務院關於脫貧攻堅工作情況的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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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개의 농업 관련 기업을 인수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종자 관련 기업을 중
점적으로 인수하고 있다.130 중국이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감소하고 수입
을 증대하는 상황에서 국외의 농업 자산을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부문의
중국위협론이 점차 확산되고, 이는 국가 간 마찰을 초래하며 중국의 식량 수급
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중국은 도시화에 따른 소득 증가,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 대비로 인한 공급 구조의 전환, 바이오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2%씩 증가하는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내 생산량 제고와 함께 곡물 수입의
증대(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얀마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도모
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 안정을 위해 국제 곡물 시장에서 영향
력을 확대하고 해외의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이 한 국가의 식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식량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소득이 높아질
수록 식량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나 유제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며 안정적인 상
태에 진입하게 된다. 중국의 현재 1인당 평균 소득은 식량 소비가 감소하는 단
계로, 향후 소득이 증가될수록 식량 결핍 리스크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추세를 고려해 OECD-FAO는 2023년에 즈음하여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
로 전망하였다.131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2003년 3대 곡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2004년부터 중국공산당과

130 “Why is China buying the world’s seeds?”(2017. 7.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1. 10).
131 OECD and UN FA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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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매년 초 공동으로 발표하는 소위 ‘1호 문건’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농업을 중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공포된 전국 재배업 구조조정 계획(2016~2020년)132에
서는 농작물(식용, 특용, 사료용) 간 생산 조화, 식품 소비 패턴 변화 등 시장 수
요 반영, 생산 증대와 생태환경 보호 조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지이용 체
계 확립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중국 농업 현대화 계획(2016~2020)133
에서는 농업 발전 양식 전환 및 개선 추진, 농업의 균형적 발전 모색, 농업의 지
속가능한 발전 수준 제고, 농업 부문의 대외협력 확대 등의 목표가 포함되었다.
2017년 ‘1호 문건’에서도 농업 부문의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134
식량 결핍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132 中國農業部(2016c), 農業部關於印發全國種植業結構調整規劃(2016~2020年).
133 國務院(2016), 全國農業現代化規劃(2016~2020).
134 中共中央, 國務院(2016), 中共中央, 國務院關於深入推進農業供給側結構性改革加快培育農業農村

發展新動能的若幹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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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결핍
가) 현황
1990년 당시 전 세계 에너지의 8%만을 소비하던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201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했으며, 2015년
에는 그 비중이 22%까지 상승하였다. 석탄은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
으나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략이 에
너지 수급의 대외의존도 제고를 초래하면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
지 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투자국과 최대 설비용량 보유국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수요
량을 대체할 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결국 중국의 에너지 문
제는 석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다른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며 에너지 수급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외의존도는 6.0%에서 16.3%까지 증가하였
고, 2012년부터는 1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의 대외의존도는 2015년에 각각 60.6 9%(2005년 39.5%), 31.89%(2005년
6.4%)까지 증가하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주요 에너지기구들도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하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관한 보고서인 2016 에너지기술전망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이하 ‘ETP 2016’)은 205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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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시나리오(2DS), 4℃ 시나리오(4DS), 6℃ 시나리오(6DS) 등 3개의 시나
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2DS, 4DS, 6DS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2013년 대비 각각 1.1배(연평균 0.4%) 1.3배(연평균
1.1%), 1.5배(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35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2016년 국제에너지전망(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 이
하 ‘IEO 2016’)은 2040년까지 기준, 경제 고성장, 경제 저성장, 고유가, 저유
가 등 5개 시나리오하에 에너지 수급을 전망하고 있다. 5개 시나리오에서 중국
은 173.9~203.3 quadrillion Btu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
균 증가율은 전 세계(1.3~1.6배)보다 다소 높을(1.5~2.2배)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시나리오(Reference)조차 ETP 2016(IEA)의 6DS보다도 다소 높을 것으
로 전망한 것이다.136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경제기술연구원(CNPC ETRI)이
발표한 2050년 세계와 중국 에너지 전망(2050年世界與中國能源展望, Energy
Outlook 2050)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2035년(37.5억toe)을 전
후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년, 2020~30년의 연평균 에
너지 소비 증가율은 각각 1.5%와 1.4%를 기록한 반면 2030~40년, 2040~50
년에는 각각 –0.04%와 –0.5%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점차 두드러질 것으로 예
상하였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중국은 과거 에너지 결핍의 위협을 경험하였다. 2003년 중국은 석탄 생산량
및 비축량 부족으로 석탄 가격과 운송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발전소가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원유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
에 기름을 사려는 차량이 줄을 서거나 정부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
기도 했다. 원유 부족에 따른 중국의 수요 증대는 수송과 항만에 부담을 가중했

135 IEA(2016).
136 EI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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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시장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한편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며 에너지
믹스의 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국은 석탄의 소비를 감축하고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스 부족 사태를 야
기했고, 중·북부지역의 난방 문제가 초래되면서 시민의 불만이 폭주하며 정부
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

(3) 복합성(평가 점수: 4)
경제 손실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은 에너지 결핍이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권력집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 중국은 지
금까지 집권 정당성을 정치체제의 효용성이나 경제성과에 기인한 업적 정당성
(performance legitimacy)에서 확보해왔다.137 대기오염 문제는 민생 안정
이나 국민건강, 나아가 식량 수급까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
안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기존 정치체제의 효
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능력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2)
‘세계와 중국 에너지 전망’의 특징에서는 경제위기, 전쟁, 핵심기술 진전, 에
너지 이용 방식의 전환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기본(基
準, 現정책), 광의(粗放), 저탄소(低碳), 강력한 규제(強約束)의 시나리오를 제시
하였다. 현정책을 기반으로 한 기본 시나리오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2014~
35년까지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35년에 정점에 이른 후, 2050
년에는 24.4억toe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광의 시나리오와 저탄소 시
나리오는 각각 2040년(32억toe)과 2020년 전후(26억 8,000만toe)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138

137 Zhu(2016).
138 中國石油天然氣集團經濟技術硏究院(2016), 2050年世界與中國能源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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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 부합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선
을 취해왔다. 이와 함께 석탄과 석유를 중시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천연가스, 원
자력,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지속가능
한 발전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신흥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과거 소비에 중점을 둔 개혁에서 생산 및 이용 방식에 중점을 둔 개혁을 병행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소비 구조의 전환,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망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보조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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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수준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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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복잡성

3) 전력 결핍
가) 현황
중국은 공업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0년대부터 만성적인 전력 결핍을
겪어왔다.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발생한 전력 결핍 현상은 공급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 시기가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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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탄 생산량의 부족과 함께 생산된 석탄의 운송능력 부족, 그리고 노후된
전력망으로 인한 송전 손실로 인해 전력이 부족했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
터 201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전력 결핍 현상은 수요 급증이 주된 원인이었다.
즉 연평균 8~10%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인해 전력이
부족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전력 결핍의 원인이 다시 한 번 전환된다. 소득
증대로 생활 수준이 제고되면서 개개인의 생활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 것도 한
이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른 에
너지믹스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의 전환
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은 2011년에도 에너지 가격 왜곡, 지역 간 송전 문제, 중화학공업 등 에
너지 고소모업종의 발전, 수력발전 용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석탄 가격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6개
월 주기로 조정하는 ‘석탄과 전력 가격 연동제’를 시행했다. 전력 가격은 계획
가격으로, 석탄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석탄 가격이 5년 동안
3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전력 가격은 불과 17%만 인상되면서 전력 생산업체의
영업 손실이 증가되었고, 이에 전력 생산을 감축하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초래
되었다. 또한 중국은 권역별로 독립 전력망을 구축하였으나 이를 연계하는 송
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손실이 증대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또한 에너지 고소
모업종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동남부지역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보다 발달
된 수계(水系)를 이용한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에
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수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40% 이하로 하락했고, 이
로 인해 전력 생산량도 전년대비 20% 감소하면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더욱
가중했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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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중국의 발전소 분포 현황

(건설중)
설비용량 100만kw 이상의 수력발전소
(건설중)
설비용량 25-100만kw 이상의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자료: 中國電力網, http://data.pkthinker.com(검색일: 2012. 12. 16).

(2) 위험성(평가 점수: 4)
2011년의 전력 결핍 원인이 석탄 부족과 송전 문제였다면, 최근 그리고 향
후 전력 결핍 원인은 석탄의 사용 억제와 전력망의 효율성 결여로 요약할 수 있
다. 즉 석탄과 전력망이 전력 결핍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비화석에너지
를 이용한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제고해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 노선의 전환
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전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139 中國國家電網公司統計(2012), 2011年全國水電運行情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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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전체 발전량 중 발전설비용량 및 발전량 비중 변화 추이(2010~16년)
(단위: %)
구분
화력
수력
풍력
태양열/광
원자력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설비용량

73.43

72.31

71.48

69.18

67.41

65.72

발전량

80.81

82.45

78.72

78.58

75.43

73.11

설비용량

22.36

21.93

21.75

22.30

22.25

21.20

발전량

16.24

14.12

17.16

16.61

18.91

19.88

설비용량

3.06

4.35

5.36

6.08

7.05

8.52

발전량

1.17

1.57

2.07

2.57

2.85

3.30

설비용량

0.02

0.21

0.30

1.26

1.81

2.76

발전량

0.00

0.01

0.07

0.16

0.42

0.68

설비용량

1.12

1.18

1.10

1.17

1.47

1.80

발전량

1.77

1.84

1.97

2.08

2.38

3.02

자료: 中國産業信息網, http://www.chyxx.com(검색일: 2012. 12. 16).

이와 함께 중국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
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풍력 및 태양에너지가 낭비되는 기
풍(棄風) 및 기광(棄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2010~15년까지 누적
된 기풍 전력량은 997억kWh로, 약 530억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기풍률은 2012년 17%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 8%까지 하락했지만 2015년
에 다시 15%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풍력발전 비중이 높은 간쑤, 신장, 지린, 헤
이룽장의 평균 기풍률은 전국 평균인 15%의 2배를 초과하는 30.5%로 나타났
다. 2015년 기광 전력량은 46.5억kWh이며 기광률은 12.6%인 것으로 나타났
다.140 입지 조건과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서
북지역(간쑤, 신장, 칭하이, 닝샤)은 기광 현상이 가장 심각하여 전국 평균보다
4.5%p 높은 17.1%의 기광률을 기록하였다.141 기풍 및 기광 현상은 전력 결핍
을 더욱 증대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140 ｢15%! 2015年棄風率無疑是最嚴重的一年｣(2016. 4.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6).
141 ｢中國能源變革令西方相形見絀｣(2017. 3.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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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성(평가 점수: 3)
전력 결핍은 에너지 결핍과 연계된다. 기타 에너지 생산량이 석탄 수요량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은 전력 공급에 차질을 초
래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거시적인 전력 전략인 글로벌에너지연계(GEI) 구
상은 규범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초고압송전선로(UHV: Ultra High
Voltage),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해 국제적으로 연결된 전
력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GEI 구상은 다른 국가와의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전력망 설비와 시스템을 중국화하려는 목적도 있
다. 전력망 관련 설비와 시스템의 표준화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
아도 아시아에너지링(AER Project)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
국산 설비와 중국식 규범을 인접 국가가 도입하도록 요구할 경우 러시아와의
규범 경쟁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2)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전개되어 에너지 수급이 원활해지고 에너
지원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전력 결핍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력망의 송전능력이 점차 개선되어 기풍 전력량과 기광 전력량이 감소하면 전력
결핍 현상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2030년을 전후
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는바, 전력 결핍에 따른 위협 역
시 2030년을 전후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발전개혁위원회와 에너지국은 2016년 최초로 ｢전력 발전 13·5 규획｣을 공
포하였다. 동 규획은 2020년까지 전력 수요를 연평균 3.6~4.8% 제고하고 전
원(電源) 구성을 비화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며, 전력망 구조의 최적화를 도
모하겠다는 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142 아울러 전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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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전설비 증설을 위한 전력 부문의 법규 및 표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전력
결핍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공포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나. 재난
중국에서 재난은 크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며 재난의 분류가 모호해졌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태풍, 홍
수, 지진, 가뭄, 산사태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
여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를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더 이상 단정하기 어렵다. 중국은 식량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자 경작지 개간을 장려했다. 이로 인해 초지
와 산림이 파괴되었고, 이는 강수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사막화를 촉진
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배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도시들은
큰 비가 내리면 물을 방출하지 못하고 홍수를 일으켰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물

142 國家發展改革委員會能源局(2016), 電力發展十三五規劃(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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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댐을 건설하였으나 이는 지각판의 단층 활동
을 촉발하여 강도 높은 지진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자연
재해와 인적재해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농경중심의 사회였던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자연을
숭배해왔다. 요순(堯舜)시대부터 ‘치국선치수(治國先治水: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물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성어가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수의 성공 여
부가 왕조의 흥망을 좌우해왔다. 명심보감의 천명(天命) 편의 순천자존, 역천자
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이나 천인상여(天人相與)사상 등에서도 중국이 자연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경
시한 결과, 북부에서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반면 남부에서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량 결핍을 해
결하기 위해 진행된 경작지 개간은 자연재해를 유발하여 다시 식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조성했다.
인적재해는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
국에도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그간
안전사고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혹은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왔
다. 이는 정부능력은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안전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
염 등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인적재
해는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의식 부족, 관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인명피
해와 재산손실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보다 안
전사고 발생 후의 대응 프로세스에 더욱 초점을 맞춘 법률적·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원전발전 정책을 추진하자 사고 발생 원
인의 80%가 인재인 원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43
원전사고는 심각한 자연재해는 물론 전력 결핍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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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 역시 중국 사회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 엄격관리 대상인 을(乙)급 전염병의 발병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사망
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에이즈의 공포가 부활하였다. 과거 중국
의 에이즈 발병 경로는 매혈을 위한 수혈이나 마약주사, 매춘 등이었으나 2010년
들어서며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발병이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암 환자의 급증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 활동으로 야기된 대기오염과 수
질오염은 ‘암 마을(癌症村)’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중국 사회와 체계를 뒤흔들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다른 정치적·
사회적·환경적 리스크와 다양한 복합성을 가지는바, 위협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1) 자연재해
가) 현황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가뭄, 홍수, 태풍,
폭우,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발생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 수준도 매우
심각하다. 쾰른재보험(Gen Re) 상하이지사가 2007~16년까지의 중국 재해 현
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중 지진, 가뭄, 홍수(폭
우)로 인한 손실이 각각 25%, 24%,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확대하여
1990~2015년까지 연평균 3억 명의 인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으며 직접
적인 경제적 손실도 연평균 2,000억여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4

143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까지 발생한 원전 사고 원인의 80%가 인력의

실수, 20%가 장비 오작동으로 나타났다(IAEA. https://www.iaea.org(검색일: 2017. 12. 9)).
144 EM-DAT, “The OFDA/CRED 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www.em-dat.net university

catholique de louvain – Brussels Belgium[EB/O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4).

21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그림 2-13.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비율(2007~16년)
(단위: %)

가뭄
25%

지진
24%

한파, 저온
8%
열대성저기압(태풍)
12%

폭우, 홍수, 산사태
24%

폭풍, 우박, 번개, 토네이도
7%

자료: 邱忠東(2017), ｢中國自然災害直接經濟損失十年數據分析: 未來要如何應對?｣.

(1) 개연성(평가 점수: 4)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가
뭄은 주로 생태환경이 취약한 북부와 서남부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며 홍수와
태풍은 큰 강에 인접한 지역, 즉 쑹화장과 헤이룽장에 인접한 헤이룽장성, 창장
중상류에 위치한 쓰촨, 후베이, 후난, 장시, 주장 유역에 위치한 광둥성과 광시
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0년 들어서며 북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
이 지속되는 반면 남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로 국민의 삶의 터전이 수몰되
는 극과 극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특정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인 예방책과 재난대응 방침을 수립했
다고 할지라도 각 유형에 부합하는 대응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쉽지 않은 한계
에 봉착해 있다. 지진의 경우 쓰촨과 시짱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국지진국
의 데이터에 따르면, 특히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지각의 경계지역에 인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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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활동이 활발한 쓰촨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5.0 이상 규모의 지진이 16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45 지진은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피해는
가장 크다. 2008년 원촨 대지진으로 7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
고, 경제적 손실은 8,451억 위안에 달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자연재해는 교통, 수도, 전력, 통신 등 인프라를 파괴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해 국민의 정상적인 생
활을 어렵게 한다.146 특히 특정지역의 생산 활동 중단은 중국 전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원촨 대지진과 2013년 쓰촨 지진 당시 돼지고기와 쌀
의 주요 생산지인 쓰촨에서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자 돼지고기와 쌀 가격의 일
그림 2-14.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2007~16년)
(단위: 억 위안)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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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지진

한파, 저온

열대성저기압(태풍)

폭풍, 우박, 번개, 토네이도

폭우, 홍수, 산사태

가뭄

2016

자료: Gen Re, http://www.genre.com(검색일: 2018. 1. 17).

145 ｢過去百年四川發生5.0級以上地震163次｣(2017.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3).
146 邱忠東(2017), ｢中國自然災害直接經濟損失十年數據分析: 未來要如何應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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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나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광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거
나 전력 생산 차질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유발하기도 한다. 운송
체계의 피해로 인해 물류비 상승도 이어진다.

(3) 복합성(평가 점수: 4)
자연재해가 식량 결핍과 전력 결핍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
나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잠재한다는 점이다.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5대 자치구와 구이
저우, 안후이, 윈난(이하 ‘8개 민족구’)은 고원과 사막 및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
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고 생존 환경이 열악하여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
다. 빈곤층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대비 빈곤율은 30% 초반의 일정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147

표 2-4. 8개 민족구의 전국대비 빈곤발생률 및 빈곤층 비율(2010~15년)
(단위: %p,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대비
빈곤발생률

16.9↑

13.8↑

10.6↑

8.6↑

7.5↑

6.4↑

전국대비
빈곤 인구 비율

30.4

32.0

31.5

31.1

31.4

32.5

자료: 國家民族事務委員會(2016), 2015年民族地區農村貧困情況.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경제가 발
달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8개 민족구의 재해 복구에는 관심도가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정부에

147 王晟哲(2016), ｢中國自然災害的空間特征硏究｣, pp. 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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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만이 분리주의자들의 선동과 결합할 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
으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경시하고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1)
자연재해의 특성상 특정 재해가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국민의 생활이나 기
업의 생산 활동에 주는 손해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가
기후변화나 인위적인 자연 파괴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생태 환경이 복원되지 않
는 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협은 항상 잠재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중국은 2007년 이른바 돌발사고에 대한 응급관리를 규범화한 최초의 법률
인 ｢돌발사고응대법｣을 공포하였다. ‘돌발사고’에는 자연재난, 사고재난, 공공
위생 사고, 사회 안전사고가 포함되며, 동법에 따라 국무원이 돌발공공사고 응
급관리업무의 최고 행정지도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돌발사고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2018년 전국인대의
국무원 조직 개편에서 응급관리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돌발사고 대응 컨
트롤타워는 응급관리부가 되지만 ｢돌발사고응대법｣이 개정되지 않은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돌발공공사고에 대한 대응 업무는 당분간 지방정부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148 이 외에도 중국은 ｢기상법｣, ｢홍수방지법｣, ｢지진
재해감소법｣, ｢성급 지진 긴급지휘센터 운영관리방법｣, ｢파괴성 지진 응급조
례｣ 등 분야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발생 이
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자연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정
책 조치 발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148 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2007), ｢中華人民共和國突發事件應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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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2) 안전사고
가) 현황
2015년 8월, 텐진항의 컨테이너 선적소에서 두 차례의 폭발사고가 발생했
다. 유해독성물질로 인한 폭발이라고 추정될 뿐 아직까지 정확한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 사고는 첫 번째 폭발이 TNT 3톤, 두 번째 폭발이 TNT 21톤
에 맞먹는 규모의 위력을 나타냈고, 1,000여 명의 사상자와 2,000억 위안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6년과 2017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 각각 105건과 113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각각
108명과 135명이 사망하였다.149 비교적 규모가 큰 10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발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위기관리 의식 부족, 관련
직무에 부적합한 인재 배치, 위험물질에 대한 이해 부족, 법치의식 결여, 자동
화제어 시스템의 오작동 등으로, 이를 통해 기계적 결함이 아닌 사람에 의해 초
래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49 國家安監總局(2017), 關於今年上半年火工安佺生産形勢的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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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5)
이렇듯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안전사고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광둥성 선전 건축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산
사태, 2008년, 2011년, 2017년 발생한 고속철 충돌사고, 2015년 양쯔장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 등의 원인은 각각 산사태, 폭우나 벼락, 강풍 등의 자
연재해였지만 관리규정 미준수, 미비한 안전교육, 업무 미숙 등 결국 안전에 대
한 위험을 경시해서 발생한 인재였다. 2000년 허난성 화재 이후 최악의 화재로
평가되는 2013년 지린성 양계공장 화재사건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탄광사고,
더 멀리 보면 1994년 발생한 커라마이(克拉瑪依) 화재사고 역시 사고 원인과
별개로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인재로 기억된
다. 이러한 사고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은 자연재해와
달리 관계자 또는 정부가 사고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뒤늦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사고 예방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으
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는 것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은 중국의 원전 확대 정책이다. 중국의 원전이 밀집되
어 있는 탄루(郯廬)단층대는 활성단층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2011~15년까지 30회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였
다.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원전 관련 주요 인사의 부패와 기술적인 문제를 근
거로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광둥성 다야완(大亞灣) 원자력발전소에
서 6개월 동안 세 차례의 방사능 유출 의심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국가핵안
전국이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150 2015년 광둥성에 위치한 양
장(陽江) 원자력발전소에서 잔열제거펌프의 작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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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장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중국광핵집단(CGN)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이 지나도록 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했고, 환경
부는 방사능 유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151 중국의 원전 발전 계획에 대해
전 세계가 안정성을 우려하며 관리 및 안전 문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나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그림 2-15. 중국의 주요 지진대와 원전 건설 현황

자료: 中國地震局, http://www.cea.gov.cn; WNA, http://www.world-nuclear.org(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7. 12. 15).

(3) 복합성(평가 점수: 5)
안전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위협을 미치지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 자연에도 심각한 위협을 미친다. 텐진 폭발사고 발생 일주일이 되
던 날 텐진지역에 내린 빗물이 도로에 흰색 거품을 띤 채 방류되는 모습이 확산
되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것이 인체는 물론 물과 토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발표하였으나, 사고처리반이 방독면과 방독복을 입고 조사하는 모습이 공
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텐진항 인근 해역에서는 대량의 물고기가 폐사되

150 ｢深圳大亞灣核電廠 發生8年來最嚴重核輻射外洩｣(2011. 3.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3).
151 “China’s nuclear error and cover-up unlikely to hurt reactor exports, industry

competitiveness”(2016.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3).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223

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폭
발사고 역시 폭발로 인한 분진과 유독물질이 대기와 토양에 퍼지거나 스며들어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사고는 전력 결핍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전
체 전력 생산 가운데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3.9%에 불과하지만 2030년
까지 110기를 확보해 전 세계 최대 원전대국으로 부상할 경우 전력 생산량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고,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력 공
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1)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로, 지속성은 크지 않으나 이로 인해 자연에 초래하는
2차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이나 정부의 은
폐 및 축소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2014년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내는 기
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여 산업안전 사망사고, 불
법적인 생산·경영 행위, 중대 안전·산재 문제 적발 사항, 안전기준 미설정이나
기준 미달, 안전 예방제도 미비, 안전 검사 거부 등 안전과 관련한 신용불량 내
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으며,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연간 10명 이상
사망자를 내거나 중대 안전사고를 내고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
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급 블랙리스트에 올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2007년 제정한 ｢돌발사고응대법｣에는 공업･광산･상업･무역 등 기업의 각
종 안전사고, 교통 운송사고, 공공시설과 설비 사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사고
를 사고재난으로 규정하고 국무원의 지휘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방조치나 대응을 하지 않아 위험이 확대된 경우 최소 5만 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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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152 이와 함께 ｢방사성
오염방지법｣,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핵자재관리조례｣, ｢원전사고
응급관리조례｣ 등을 제정하여 원전사고에도 대응하고 있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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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과 전염병
가) 현황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큰 사회 혼란을 야기
했다. 당시 중국은 조기경보시스템과 전문기관의 부재, 법과 제도의 낙후, 위기
의식의 경시 등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중국 전역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하였다. 2016년 말, 중국은 H7N9형 AI(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여 다시 한 번 전염병에 대한 두려
움이 확대되었다. 총 12개의 성시에서 2017년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자
가 79명에 이르는 등 지난 2년 동안 AI로 인한 사망자 수를 훨씬 초과하였다.
AI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이 사스의 최종 치사율인 6.6%를 훨씬 뛰어넘는
58.8%에 이르자 중국 정부는 사스 때와 같은 혼란을 우려하였다.153 에이즈 역

152 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2007), ｢中華人民共和國突發事件應對法｣.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225

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보고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환자는 65만
4,000명이며 사망자는 20만 1,000명이다.154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암이다. 2017년 국가암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암 환자의 1/4이 중국인이며, 하루에 1만 명이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55

(1) 개연성(평가 점수: 4)
중국은 전염병을 관리 정도에 따라 갑(甲)급(강제관리전염병), 을(乙)급(엄격
관리전염병), 병(丙)급(검사관리전염병)로 분류한다. 2016년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전염병 발병 건수와 사망자는 각각 694만 4,240건과
1만 8,237명으로, 전체 전염병 발병률은 10만 명당 506.6명, 사망률은 10만
명당 1.1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을급 전염병은 295만 6,472건
이 발생하며 발병률이 전년대비 3.54% 하락한 반면 사망자는 1만 7,968명이
고 사망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7.68% 증가하였다. 이 중 바이러스성 간염, 폐결
핵, 매독, 세균성 이질의 발병 건수는 전체 을급 발병 건수의 92.48%를 차지하
였고, 에이즈, 폐결핵, 광견병, 바이러스성 간염, H7N9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을(乙)급 사망자 수의 98.84%를 차지하였다. 암 발병률과 사망률
은 더욱 심각하다.156 2013년 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86명이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9명으로 전염병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157

153 ｢2017年H7N9禽流感數據: 1月感染192例死亡79人最多｣(2017. 4.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3).
154 中國癌癥中心(2017), 2017中國癌癥報告.
155 中國癌癥中心(2017), 2017中國癌癥報告.
156 國家衛生計生委員會疾病豫防控制局(2017), 2016年全國法定傳染病疫情槪況.
157 中國癌癥中心(2017), 2017中國癌癥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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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점수: 4)
전염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에이즈로 인해 최근 중국 대학들이 교내에 에
이즈 테스트기 자판기를 비치하고 있다. 이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에이즈 감염
속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에이즈 감염 경로는 수혈이나 정맥마약
주사로 인한 감염이었으나 최근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
다. 남녀 비율이 41: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중 77%가 18~22세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도시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외에도 위암, 간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암
환자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암 마을(癌症村)’이 250여 곳까지 증가하며 국
민의 불안을 더욱 고조하고 있다.
(3) 복합성(평가 점수: 5)
전염병은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정부능력과 연계된다. 사스 등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정책결정이 지연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
였고, 그 결과 초기대응에 실패하며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발
병 경로나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루머가 확산되었고, 이는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에이즈의 급증
역시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감염 경로에 따른 대응책
으로 확산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병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암 발병은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과 높은 상관성을 지닌다. 2000년
대 후반까지 암 마을이 동부 연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동남부와 내륙으로 확대되었다.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기오염과
도 연관성이 있으나 암 마을의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하천 유역에 밀집되어 있
다.158 이는 수질오염이 암을 발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58 Lu(2015), pp.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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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내 연구 결과에서도 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농촌에서는 수질오염이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림 2-16. 중국 암 마을 분포도 및 밀집도

0 240 480

960 Kilometers

Legend
Cancer villages

Cancer Village Density

Main rivers

Blank Area (0)
Sparse Area (0.01-0.06)
Dense Area (0.61-1.40)
The Most Dense Area (1.41-2.67)

자료: Lu(2015).

(4) 지속성(평가 점수: 1)
전염병은 특정 시기에 발병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암과 같은 질병은 대기오염
이나 수질오염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방법의 구조를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위험성이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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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중국은 2003년 사스와 AI 인체감염 사례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전염병 예
방퇴치법｣과 ｢전염병 예방퇴치법 시행방법｣ 등과 같은 위기대응법령을 제정하
고 조직 개선을 통해 대응수준을 제고해왔다. 중앙정부는 국가위생가족계획위
원회 산하에 질병예방통제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정부 역시 위원회를 수립하여
전염병 및 질병 감시, 역학조사, 예방접종 사업(백신 개발과 공급 담당), 전염병
연구와 개발, 위기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2017년 국무원은 중국 에이즈
억제와 예방치료 13·5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에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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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오염
오래전부터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경
제 성장의 대가로 인식되어왔다. 로마클럽이 1972년 발표한 ｢성장의 한계

159 國務院辦公廳(2017), 國務院辦公廳關於印發中國遏制與防治艾滋病十三五行動計劃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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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mits to Growth)｣에서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
원고갈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환
경 문제는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기 시
작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 최초로 제기되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환경오염을 인식하며 친환
경,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창해왔으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중국이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예일대학과 컬럼비아대
학이 공동으로 연구해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EF)를 통해 공표하는 2016년
도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중국
은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09위를 차지하였다. 환경위험 노출도를 나타내
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Health Impacts)’은 95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을 유지
했으나, ‘공기 품질(Air Quality)’과 농업(Agriculture)이 각각 179와 146위
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160 2014년과 비교해 농업, 수자원, 산림자
원 등은 호전되었으나 공기 품질 부문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
에 미치는 영향 역시 더욱 심각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경각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청년보(中國
靑年報)가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활동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응답하
였다.161 2017년도 양회 개최 직전, 신화사(新華社)가 실시한 2017년도 양
회 관심 이슈에서는 환경보호 이슈가 소득분배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162
160 Envorinmental Performance Index, http://archive.epi.yale.edu/epi/country-profile/

china(검색일: 2017. 12. 20).
161 ｢環境治理超過反腐成第一民意熱點｣(2014. 2.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3).
162 ｢2017全國兩會熱點調査｣(2017. 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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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스모그 난민”을 비롯해 주요 행사가 개최
될 즈음에만 반짝 푸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APEC Blue
(APEC藍)”, “G20 Blue(G20藍)”, “양회 Blue(兩會藍)” 등 자조 섞인 신조어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스모그 현상을 피해 매년 수백만 명의 대도시 주민이 해외
로 출국하거나 산야(三亞), 따리(大理), 샤먼(夏門) 등 공기가 비교적 맑은 지역
으로 여행을 떠난다.
“폐(肺)휴가”, “폐(肺)청소”라는 신조어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폐에 관련된 크
고 작은 질병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호흡기 질환 치료제의 매출 증가
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30~40%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중국이 직면
한 현실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
산하 환경규획원이 2013년 공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환경오염으로 인
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조 1,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63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
이다. “APEC Blue”, “G20 Blue” 등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마음만 먹
으면 스모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시위가 연평
균 29%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상하이, 쿤밍, 쓰촨, 광둥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인의 시위 장소가 농촌에서
도시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점차 전이되면서 환경오염이 중국공산당 집권
의 통치 정당성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된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
다.164

163 環境保護部, 環境規劃院(2013), 中國環境經濟核算硏究報告2013.
164 “China’s environmental activists”(2013. 9.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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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원, 토양자원에 대한 오염이나 사막화 역시 나
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생태교란은 물론 새로운 질병
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2017년
10월 말 개최된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을 강조하는 생태문명 건설을 중화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한 ‘천년대계(千年
大計)’로 규정하고 양질의 청정한 공기, 수자원 등(生態産品)을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향유하고자 하는 인민의 요구를 충족하겠다고 명시하였
다.165 2018년도 양회의 중점 사안이었던 국무원 조직 개편에서도 기존 환경
보호부의 역할을 확대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
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 대기오염
가) 현황
중국은 대기오염의 위협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2013년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400개 도시의 대기 질 상황을 공포하고 있다. 오염원 추적이 최초
로 시작된 2006년에는 위반 적발 사례가 2,50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0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70여 개 도시에 적색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베이징은 초미세먼지 노출량이 400㎍/m3에 이르며 심각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다.166

165 中國政府網(2017), 中國共産黨十九大工作報告.
166 “Beijing issues 2016’s first red alert for air pollution after forecasting six days of ‘severe

smog’”(2016. 12.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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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수준(2016년)

(단위: µg/m3)

≤10
11-15
16-25
26-35
36-69
≥70
데이터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 WHO, http://www.who.int/en(검색일: 2017. 12. 15).

(1) 개연성(평가 점수: 4)
중국은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氣十條) 등을 통해 2015년 74개 도시의
PM2.5 평균 농도가 55㎍/m3로 2013년(72㎍/m3) 대비 23.6% 감축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 일수도 20.8%으로 감소하였
다.167 그러나 스모그가 가장 심각한 베이징 일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리지역인 랴오닝, 지린 등 동북지역과 후베이, 허난,
산시(陝西), 간쑤, 닝샤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에서 대기오염 적색경보가 발령되자 청정지역으로 피신하기 위해 중국 서부 내
륙지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가 매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기오염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연간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기오
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중국인이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67 中國國土部(2016), PM2.5, PM10 濃度呈下降趨勢, 有望實現終期考核目標, 大氣汚染防治行動計

劃 中期評估報告建議加大力度釋放能源結構調整的汚染削減潛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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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이며, 현재는 개인적·국지적 대안을 도모하고 있으나 집단적인 반발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2016년 그린피스(Green Pea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4억 600만 명 이상이 “매우 나쁜(heavy)” 혹은 “건강에 위해한
(hazardous)”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매년 100만 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추산하였다.168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오
염 수준에 대한 격차이다. 중국은 2013년 10월부터 스모그 농도에 따라 대기
오염 경보 단계를 ‘청색-황색-주황색-적색’으로 규정하였다. 주황색 경보 발령
시 공사 중단이나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30% 감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가

그림 2-18. 국가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2012년)

사망자 수
0-4999
5000-19 999
20 000-49 999
50 000-149 999
≥150 000

데이터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료: AAP, https://www.aap.org(검색일: 2017. 12. 15).
168 “Beijing’s Air Pollution is Frightening. This Video Shows Just How Bad It Gets.” http://

time.com/4607605/china=beijing-pollution-smog-environment-video(검색일: 20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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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적색경보 발령 시 자동차 홀수제, 학교 임시휴교 등의 조치를 시행한
다.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는 중국의 경보 기준이 국제사회의 기준보다 낮
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자국 규정
에 의거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3) 복합성(평가 점수: 4)
대기오염은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WB)이 2016년
발간한 대기오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2013년(최종 데이터 수집 연도) 중국 GDP의 10%가 손실된 것으로 추산했다.
2012년 칭화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석탄 1톤이 사용될 때마다 260위안의 경제
손실(환경, 국민건강 등에 관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12년 그린피
스와 베이징대 공공위생학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시안
에서 대기오염으로 초래된 경제손실이 62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2013~14년도 베이징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0.5% 감소하
며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와 베인앤드컴퍼니(Bain&
Company)의 설문에 따르면, 중국 주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2013년
34.9%에서 2015년 53%까지 증가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적 경제손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69
대기오염은 중국의 식량 공급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농업대학 수리토목공정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모그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일반 환경 대비 50% 저해하면서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팀은 스모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식품 자급률은 90% 이하
로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70

169 Yuanyuan(2015).
170 “Agriculture feels the choke as China smog starts to foster disastr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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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3)
강력한 규제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의 “눈 가리고 아
웅”식의 대처로 인해 대기오염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베이징대학
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치 일정이 있는 기간 동안 189개
주요 도시의 대기 질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5일 동안 개최되는 정
치 일정 기간의 평균 대기 질 지수는 연평균 오염도보다 4.8% 정도 낮은 반면
대회 직후 5일 동안의 대기 질 지수는 연평균 오염도보다 8.2%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임시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차량 주행을 통제하면서 일시적으
로 대기 질이 호전되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해당 공장들이 행사 직후 생산 설비를 최대로 가동하는 ‘보복성 오염’이 발생하
기 때문에 오염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71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
조치가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질적인 이행률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됨
에 따라 대기오염에 따른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중국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석탄에 수입관세를 부가하는 조치를 취하였
고, 낙후된 화력발전설비와 1,000여 곳의 탄광 폐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탄광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중단 등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화석에너지
의 생산, 발전, 소비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m3당 35µg을 넘는 지역의 초미세먼지를 18% 감축하겠다고 공포하였다.172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생태계 보호 역량을 확대하고 생태환경 관리감독
(2014. 2.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5).
171 “How China’s quick blue-sky fixes make pollution worse”(2016.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5).
172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2. 15).

23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체제를 개혁한다고 명시하였다. 생태문명 건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하는
한편 자연 자원 관리와 생태 환경의 감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관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대기오염 방지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2) 수질 오염
가) 현황
중국에서는 ‘수돗물은 더러운 물’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학교 등 주요 공
공장소에 온수기를 설치하여 뜨거운 차를 마시는 습관도 이와 관계된다. 소득
수준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이어지며 깨끗한 물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생수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생산된 고가의
생수 판매가 급증한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스모그로 인한 대기오염에 의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중국
의 수질오염이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16년 초 발표된 지하수 동태월보를 근거로 중국 언론은 지하수의 80%가
음용이 불가하다고 보도하였다.173 중국 전역의 2,103개 지하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47.3%가 망간과 불소, 트리아졸 등 독성물질이 함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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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으로 판정되었고, 32.9%는 4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80.2%가 공업용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4~5등급의 오염수라는 충격적인 사
실이 드러난 것이다. 중국은 무분별한 성장 위주의 정책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
로 인해 농장과 공장의 오폐수와 가정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4)
이러한 결과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수질오염 사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특히 2005년은 기록적인 한 해로 평가된다. 2005년
3월, 쓰촨성 퉈장(蕣江) 하류에 위치한 비료공장의 폐수 배출로 인해 인근지역
에 20여 일 동안 단수 조치가 시행되었고, 9월에는 전자제품 폐기처리장으로
유명한 광둥성 구이위진(貴嶼鎭)에 위치한 전자제품재활용공장의 폐수 배출로
인해 160여 명의 아동이 납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1월에는 지린성의
한 벤젠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약 100톤의 벤젠이 쑹화장으로 유출
되면서 하얼빈시가 최악의 식수오염 사태에 직면하였다. 식수가 부족해진 시민
이 마실 물을 찾아 인근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중대한 사건을 은폐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최
악의 한 해를 경험한 중국 정부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경주했
지만 중국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중국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자원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모순적
이게도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전역의 지하수층이 고갈되어

173 中國水利部(2016), 地下水動態月報,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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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해 강수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물 부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질오염은 특히 식수가 부족한 상황을 더욱 악화한다. 중국
국토자원부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57개 도시 중 400여 개 도시가 인구수
를 기준으로 약 70%의 인구가 지하수를 식수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4 특히 중국의 대다수 농촌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도시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높고 처리 비율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중
국 공중환경연구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수로 활용되는 심층 지하수의 오염
정도는 약하지만 많은 농촌에서 표층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농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한다.

(3) 복합성(평가 점수: 4)
수질오염은 식량 결핍을 가중한다. 2000년대 이후 중국 수자원공보의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비율이 대략 1:2:6인 것으
로 나타났다.175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총량을 감소
하며 생산량의 저하를 초래한다. 오염된 물을 농업에 이용하면 국민 건강과 직
결되기 때문에 더 큰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질오염은 전력 결핍과도
연계된다. 중국 전체 화력발전소의 연간 수자원 사용량은 4억 600만 명이 사용
할 수 있는 74억m3에 이른다.176 전력을 생산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물을 사용
하지 않으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은 셰일가스
최대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채굴에 다량의 수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셰일가스 개발과 이를 통한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수질오염
은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자연재해 대응과 달리 문제가 발생해
174 國土資源部(2016), 2016國土資源公報.
175 2000~16년까지의 연례 中國全國水資源公報의 데이터를 분석.
176 ｢中國燃煤電廠年耗水74億立方米近半建在過度取水地區｣(2016. 3. 2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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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은폐가 먼저였던 과거 사례로 인해 대중은 정부능력에 불신을 가지며 언제
든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은 국제 분쟁을 초래한다.
실제로 2005년 벤젠 유출 사건으로 쑹화장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러시아의
아무르강까지 흘러 피해가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중국이 신
속한 피해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오염된 수질을 복원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
이터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에 의거해 유추해보면, 중국의 수질오염
은 당분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상유정책, 하유대책(上
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수질오염을 예방
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공포하고는 있으나 기층에서는 여전히 암암리에 폐수
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질
오염 자체는 물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위협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중국 정부는 2015년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十條)을 발표하며 2020년
까지 7대 중점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 배출에 대한 전면적 통제, 수자
원 보호 및 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2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
다.177 2017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
지법｣ 개정안에는 도시의 오폐수 감축을 수질환경 복원의 핵심목표로 천명하
고, 이를 위해 전 사회에서 4조 6,0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
다.178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얼마나 현실화될지에 대한 대중의 의
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177 國務院(2015b), 水汚染防治行動計劃.
178 吳舜澤(2016), ｢水汚染防治行動計劃對環保産業拉動效應的定量分析硏究｣.

240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나) 종합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3) 토지오염
가) 현황
중국은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지오염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대기
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오염이 더욱 악
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역에 오염이 확산된 상황이다. 2014년
중국환경보호부와 국토안전부는 최초로 전국 토양오염현황조사공보를 통해
중국의 토지오염 현황을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토지 오염률은
16.1% 수준이며 오염 단계에 따라 경미(輕微), 약함(輕度), 중간(中度), 심각(重
度)의 비율이 각각 11.2%, 2.3%, 1.5%,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
면 농경지, 임지, 목초지의 오염률이 각각 19.4%, 10.0%, 10.4%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179 심각한 사실은 중국 전역 1,000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오
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오염지역의 82.8%가 5대 중금속으로 인한 무기
물 위주의 오염이라는 점이다.180

179 이상의 내용은 環境保護部, 國土資源部(2014), 全國土壤汚染狀況調査公報를 참조.
180 Zhang(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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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중국 농경지 오염 현황

경작지 토양 오염율(%)
0. - 10.00
10.01 - 20.00
20.01 - 30.00
30.01 - 40.00
40.01 - 70.04

데이터 없음
성 경계선

자료: Zhang(2015).

(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는 토양오염 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 2005~13년 기간에 10억 위안을 투입하여 경작지, 산림, 초지, 건설부
지 등 630만m²의 토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가 포함된 공보는 중국 전역
의 토지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토지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
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농경지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광산 개발, 산업폐기
물 및 중금속 폐수의 불법 방출이 오염을 가속화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동
기간에 함께 진행된 2011년 중국 제4차 환경보호산업 조사 결과, 중국의 환경
정화사업에서 토양정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1/10 수준인 3.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81 이와 같이 중국은 토양오염 예방 인프라가 취약

181 環境保護部(2014), 第四次全國環境保護相關産業基本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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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토양오염 면적 및 오염 정도가 불확실한 것은
차치하고 관련 법률이나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오염방지에 대한 투자
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2015년 중국지질국이 발표한 전국 토지질량 지질조사 보고서는 기후변
화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인해 북방지역의 농경지가 알카리화된 반면 화학비료
사용 증가 및 잦은 산성비로 남방지역의 농경지는 산성화되고 있다며 중금속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82 중국 전역에서
비철금속 채굴 및 정련 지역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
지역에서는 구리, 카드늄, 니켈 등이, 도시에서는 카드늄과 수은으로 인한 오염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장쑤성 창저우(常州)외국어학교의 학생
493명이 임파선암, 백혈병과 같은 악성종양은 물론 피부염, 기관지염, 습진 등

Heavy metal pollution rates(%)

그림 2-20. 중국 경작지의 중금속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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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Zhang(2015).

182 中國地質調査局(2015), 全國土地質量地質調査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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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183 과거 학교 인근에 위치한 화학공장에서
땅속에 독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고, 이로 인해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납, 카드
뮴, 수은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오염은 토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3) 복합성(평가 점수: 5)
이렇게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위협도 존재한
다. 농경지 오염 현황을 보면 중국 제일의 곡창지대인 후난성의 토지오염이 가
장 심각하다. 전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인 중국의 토지오염은 중국인뿐만 아니
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중금속 오염 기준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오염된 토지에서 곡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직까지 공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된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왔
다. 난징(南京)농업대 농업자원생태환경연구소가 중국 전역에 유통되는 170종
을 쌀을 조사한 결과 1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특히 광
산이 많고 공업이 발달한 장시, 후난, 광둥 등 남방지역은 60% 이상의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간이나 신장 질환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184 중국식품영양안전연구소의 2012년 조
사에 따르면 16개 성에서 생산된 곡물에서 65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경
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토지오염으로 인해 매년 1,200만 톤의 곡식이
오염되며, 경제적 손실은 2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85 샤오캉 사
회를 실현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곡물 생산량의 증대에만 힘을
쏟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83 ｢常州外國語學校毒地汚染事件始末｣(2016. 5.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20).
184 ｢南京市面也有鬲超標大米專家建議吃飯多吃雜食｣(2011. 2.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20).
185 王禹淏(2014), ｢利用太赫茲機術檢測土壤中農藥含量的猜想｣, pp. 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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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4)
토지오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경
작지의 오염을 확대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점차 도시 근교로 이전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오염 범위
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도시화
가 진행되는 한 토지오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토지오염에 대한 일부
업자의 소양 부족으로 인해 오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염
물질의 불법 배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중국은 2015년 ｢신환경보호법｣과 함
께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일수(日數)에 따른 처벌 방법｣을 공포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2016년 일수에 따른 벌금 부과 사례가 전년대비 42% 증가한
1,017건(약 8억 1,400만 위안)으로 집계되었다.186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2016년 국무원은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十條)을 공포하였다. 심각한
토지오염에도 불구하고 오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바,
2017년 말까지 국가토양환경감측망을 설립하고 2018년 말까지 농지오염 실
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행동계획은 10대 조치와 35개
조목을 통해 토지오염을 억제하고 토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며
2020년과 2030년까지 오염된 토지의 안전 이용률을 각각 90%와 95% 이상
제고한다는 방침을 담았다.187 이와 함께 2017년에 ｢토양오염방지법｣과 ｢환
경보호 주관부서의 일수(日數)에 따른 처벌 방법｣의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립
하여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86 環境保護部(2017), 環境保護部關於修改環境保護主管部門實施安日連續處理方法“的決定.
187 中國國土部(2016), PM2.5, PM10 濃度呈下降趨勢, 有望實現終期考核目標, 大氣汚染防治行動計劃

中期評估報告建議加大力度釋放能源結構調整的汚染削減潛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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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막화
가) 현황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북부 및 서부 내륙지역을 적
극 개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족 정착을 위한 개간 사업을 집중적으로
단행하였다. 내륙지역의 하천 중상류에 댐을 건설하여 단기적으로는 곡물 생산
량 증대 도모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지하수 고갈, 삼림벌채를 통한 식생 파괴
등을 초래했고, 이는 초지, 오아시스는 물론 경작지마저 황무지로 만드는 결과
로 이어졌다.
2015년 중국 임업국에서 발표한 제5차 중국 황무지화와 사막화 토지 조사
결과, 2014년까지 황무지화되거나 사막화된 면적은 각각 261.16만㎢와
172.12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27.2%와 17.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백한 사막화 추세를 보이는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3.12%인 30.03㎢이다.
반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비 중인 면적은 사막화된 면적의 1/10 수준인
20.37만㎢에 불과하다.188 임업국은 2009년 실시한 제4차 조사 당시와 비교

188 이상의 내용은 國家林業局(2015), 第五次全國荒漠化和沙化狀況公報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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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황무지화와 사막화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황무지화와
사막화된 면적이 각각 연평균 2,424㎢와 1,980㎢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심
각한 수준인 황무지화와 사막화 토지가 각각 5.03%와 7.9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막화 정도도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막지역의 녹화율이
18.33%까지 제고되었다며 황무지화와 사막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문제는 황무지화 및 사막화되는 공간이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현상이 지난 20~30년간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황무
지화 및 사막화 방지 대책이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황무지화 및 사막화
가 초원을 넘어 점차 경작지는 물론 인구가 밀집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한 화북
지역뿐만 아니라 후난, 광둥, 허난, 후베이, 구이저우, 쓰촨, 푸젠 등 남부지역
으로 확대되며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정부는 방풍림 등 조림 사업을 통해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된 원인은 토
지 난개발, 방목지역 확대, 삼림 남벌과 수자원 남용 등 이른바 ‘4남(濫)’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지 개간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복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야 함에도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는 조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황무지화와 사막화로 인한 가장 큰 위협은 황사이다. 황사는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심
혈관 질환, 안구질환 등을 발병한다. 가시거리를 짧게 하여 자동차나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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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에 차질을 빚게 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정밀 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높여 산업체에 피해를 줌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도 유발한다. 2017년 초 몽골과
중국 북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서북지역에 이어 동북
지역은 물론 중부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베이징의 공기품질지수
(AQI)는 최고치인 500을 기록했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치의 20배에 달하는 500㎍/m3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신장(新
疆), 네이멍구, 간쑤(甘肅), 산시(陝西) 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0㎍/m3
를 넘으며189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3) 복합성(평가 점수: 4)
문제는 황무지화 및 사막화가 식량 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 사막화로 인해 발원하는 황사는 햇빛을 차단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작지의 감축을 초래한다. 사막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척박해진
토지는 곡물이 성장할 수 없는 황무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곡물
생산량의 감축을 유발하여 식량 부족에서 사막화로, 사막화에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토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자원 부족을 초
래하여 식량 결핍을 야기한다. 1970년대 타리무허(塔里木河) 상류지역의 급격
한 토지 개간으로 물 사용이 증가하면서 타클라마칸 사막 동부의 호수 롭노르
(Lop nor)가 고갈되며 사막화가 확대되었고, 1980년대에는 급격한 토지 이용
전환, 댐 건설 및 지하수 남용으로 커얼친 초원이 커얼친 사막으로 변화하며 새
로운 황사 발원지가 되었다. 장시성 포양호는 한때 중국의 최대 담수호 중 하나
였지만 남부지역의 급격한 사막화로 2000년대 들어 주변 강수량이 12% 감소
하였다. 수위가 낮아지며 농업용 용수의 부족을 초래하는 동시에 경작지의 모
래 유입으로 인해 수확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9 ｢중국 덮친 최악 황사, 주말 한반도로 밀려온다｣(2017. 5.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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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3)
중국어로 사막(沙漠)은 ‘물(水)이 적거나(少), 물(水)이 없음(莫)’을 의미한다.
무분별한 경작지 전환은 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사막화 대책으로 추
진하는 조림 사업의 경우, 나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며 이
는 주변 호수에 영향을 미친다. 식량 부족과 사막화의 상관성과 같이 물이 부족
하여 사막화가 발생하고 사막화로 인해 물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의
미이다. 결국 수자원의 감소 및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즉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천유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사막화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조림 사업을 중시하는 현 정
책만으로는 사막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막화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중국은 황무지화 및 사막화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사막이
점점 인류의 보금자리를 침식해 토양이 사막화되는 ‘사진인퇴(沙進人退)’에서
인간이 사막에 들어가 나무를 심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인진사퇴(人進沙退)’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1978년부터 북부지역에 산림을 조성하는 녹색
장성 사업을 진행해왔다.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숲의 장벽으로 고립
함으로써 황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초목 조성을 통해 사막화된 토지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 66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2050년까지
1,00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진행 중이다.190 또한 초원 보호를 위
해 네이멍구에 인접한 8개 성의 목초지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가축 사육 두수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7년
에는 11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해 북서부지역에 인공비와 인공눈을 내리게 하

190 ｢從沙進人退到人進沙退｣(2017.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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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막화와 스모그의 진행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1/3의 국가
들과 임업협력 협정 및 조림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2020년까지 사막화된 토지
의 50% 이상을 정비하고 2050년까지 중국 전역의 사막화된 지역을 복원할 방
침이다.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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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가. 급진 도시화
시진핑 시기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
를 위해 새로운 성장 방식을 모색했다. 중국의 도시화는 무엇보다 이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 인구가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하면 그에 상응하는
소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도시’라는 공간에 최적화되어

191 ｢我國已實現荒漠化土地零增長｣(2017. 9.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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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사회분화와 신념 위기의 기초영역 및 중·대 범위
도시 빈민굴
유령도시
판자촌 개발의 낭비
토지사유화

급진 도시화

농촌 가족의 해체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
기증의 “낯선 사회”
악성탄원의 증가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도시 중산층의 이념
물신숭배(fetishism)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공통신념의
부재

노령화와 연금고갈
저출산과 인구의 질
성비 불균형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식약 안전
사이버 안전
인터넷금융 안전

사회 구조의
균열

격차와
불평등

사회분화와
신념 위기

사회 안전

있기 때문에 도시화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도 가능하게 한다. 농업
현대화도 도시화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데, 많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경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시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이 중국에게는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도시화 자체는 리스크가 아니다. 시장과 자원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도시화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개선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화가 인위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시 말해 하향식 정책 결정과 통계상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그것은 효율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
라 사회 안정마저 해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급진 도시화’는 바로 이 리스크
를 가리킨다.
대략 네 가지 정도를 ‘급진 도시화’의 구체적인 예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는 도시 빈민굴의 형성이다.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중국의 도시에서 무리하게 농촌 인구를 도시로 끌어들이면, 그들은 도시
에 빈민굴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중국의 농촌 주민이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
을 정도로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공공임대 주택
의 공급을 꾸준히 늘려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그러
나 그들이 도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원이 없다면, 그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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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빈민굴로 바뀌게 된다. 만약 중국의 도시에 빈민굴이 형성된다면, 이는 치안
과 위생, 환경 등의 방면에서 엄청난 관리 비용을 초래한다. 기존의 도농 격차
가 도시 내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불만과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농
민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채 도시화가 인위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어떤 경우
이든 도시 빈민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둘째 리스크는 유령도시의 등장이다. 이는 사실 이미 중국의 많은 지방 도시
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도시 주변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심심찮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 유령화가 맹목적인 경제성장률
의 추구와 ‘토지 재정’ 확보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 있다는 점이
다. 유령화가 일단 급진적이면, 많은 농촌 인구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유령도시가 빈민굴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도시의 빈 공간이 도심 재개
발의 보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흐르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이들은 농촌 주민뿐이다. 도시 이주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야 도시화의 장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리스크는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다. 시진핑 시기 중국 정부는 “세 부류 1
억 명의 도시화”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부류가 바로 도시 내 판자촌 개발
이었다. 중국 도시의 판자촌은 오랜 역사적 과정에 의해 비롯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많은 경우 도심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즉 판자촌 개발은 막대한 개발 수
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바로 이 높은 수익성 때문에 중국의
판자촌 개발이 급진적인 경향을 띨 수 있다. 판자촌 개발이 급진적인 양상을 띠
면, 곳곳에서 보상을 둘러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사회 혼란과
함께 중국 사회 내 무임승차 풍조를 만연시킬 수 있다. 게다가 판자촌을 임시
거주지로 삼고 있는 많은 농민공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을 잠식해 부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막대
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 또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리스크는 토지 사유화이다. 토지가 공유제인 상황에서는 거래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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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소유권이 명확할 때 거래가 촉진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도시화가 급진적인 양상을 띠면, 중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유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게다가 농촌 주민이 도시에 사는 것 자체를 도
시화로 이해하면, 이러한 사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중국에서 토지
가 사유화되면, 현재 중국 사회에서 농촌이 갖는 일종의 사회보험적 기능이 사
라질 수 있다.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팔아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농민은 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 한정된다. 게다가 그들조차 도시
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여전히 그들은 도시
에서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토지 시장에 공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 그들이 ‘일확천금’을 손에 쥘 확률도 떨어진다. 토지 사유화는 중국
사회의 혼란을 증폭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아직까지는 중국의 도시화가 급진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시화가 적극 추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서 있
게” “준비된 농촌 주민”부터 도시 정착을 추진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급진 도
시화의 리스크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1) 도시 빈민굴
가) 현황
현재 중국에는 빈민굴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성중촌(城
中村)이나 판자촌(棚戶區)을 중국의 빈민굴로 간주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도
시 주민은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화이트칼라 노
동자가 그곳에 거주하기도 한다. 그들이 성중촌과 판자촌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은 값싼 주택비용과 접근성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에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
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여타 개발도상국의 빈민굴처럼 범
죄와 마약이 들끓는 공간이 아니다.
중국에 빈민굴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유동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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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자기 고향에 주택부지와 경작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 위
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동인구는 도시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길바닥에 나
앉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농촌 집으로 돌아간다. 농촌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먹고살 수 있는 방편이 있는 한 중국의 유동인구가 도시에서 빈민굴을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1) 개연성(평가 점수: 1)
그런데 만약 도시화가 급진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즉 중국 정부가 통계상의
도시화율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중국에 빈민굴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13·5규획’부터 중국 정부는 이전의 상주인구 도시화율뿐 아니라 호적인구 도
시화율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
는 유동인구가 포함되지만,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에서는 농촌으로 돌아갈 수 없
는 사람들만 측정된다. 바꿔 말하자면, 상주인구가 아니라 호적인구가 중국의
도시화율을 측정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이 호적인

그림 2-22. 상주인구 및 호적인구 도시화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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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國家統計局의 해당 연도 통계공보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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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구의 도시화율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된다면, 도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
보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이는 현재 중국 유
동인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할 때 대규모 도시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도
시 빈민굴이 형성될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2-23. 농민공의 교육 수준(2016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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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2) 위험성(평가 점수: 5)
도시 내 빈민굴이 형성되면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약과 매춘 등 이른바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환경과 보건의
차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빈부 격차가 도시 내에서 확인되기 때문
에 사회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수도 있고, 자칫 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 고정되어 사회 활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겹칠 경우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2-24
참조). 이는 중국 사회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지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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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1980년 이후 중국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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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 http://www.imf.org(검색일: 2017. 12. 11).

(3) 복잡성(평가 점수: 4)
‘도시 빈민굴’은 우선 ‘토지 사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
화되면, 농촌 인구가 쉽게 도시로 유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으로 다시 돌
아가지 못하게 된다. ‘유령도시’와도 관련이 있는데, 도시의 높은 주택비용을
감당치 못하는 농촌 인구가 이 ‘유령도시’로 몰려들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유령도시가 빈민굴로 바뀔 수 있다. ‘판자촌 개발’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되는데,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순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택비용을 감당하게 되고, 만약 이들이 농
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빈민굴을 형성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에 빈민굴이 형성된다면, 그 폐해는 결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
는다. 인도나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사례를 볼 때, 빈민굴은 장기간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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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강하다.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는다면, 형성 이후에 이
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은 도시화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 부류 1억 명의 도시화”에서 농촌 인구도 그 한 부류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공중앙은 그와 함께 “준비된 농촌 인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방식
에서도 “질서 있는” 도시화를 부각하고 있다.192 게다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
동시키려면 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급격하게 바꿔야 하는데, 이는 중공중앙
이 가장 꺼리는 상황에 가깝다. 최근 중국 정부는 다시 “소농 경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화”나 “농업현대화”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중국공산당의 판
단을 엿볼 수 있다.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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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中國國家統計局(2014), 國家新型城鎮化規劃(2014-2020)를 참조.
193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10.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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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령도시
가) 현황
중국 도시의 ‘유령화’ 현상은 국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된 바 있다. 특
히 네이멍구(內蒙古)의 경우처럼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신도시를 개발하면 어김
없이 ‘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194 중국 도시의 ‘유령화’ 수준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미처분 주택의 면
적 규모이다. [그림 2-25]는 최근 5년 동안 해당 시기 미처분 주택의 면적 규모
를 보여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빠르게 그 면적이 늘어나다가, 최근
1~2년 사이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
만, 최근의 감소세는 중공중앙이 공급 측 개혁의 차원에서 이 ‘미처분 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5. 미처분 주택의 면적
(단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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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IND, http://www.wind.com.cn/en(검색일: 2018. 1. 10).

194 ｢중국 ‘유령신도시’ 시장 “꼬리표 떼달라” 하소연｣(2015. 3.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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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 도시의 유령화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주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독특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른바 ‘토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즉 도시 근교의
농촌 토지를 낮은 보상금으로 수용한 다음, 높은 가격으로 도시에 공급해 그 차
액을 재정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 재정이 절실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
확한 판단을 생략한 채 도시 근교 개발에 나서곤 한다. 둘째, 도시 주변을 새로
개발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쉽게 성장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간부 평가에서 해
당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이다. 중국의 간부 승진에서는 상
급의 하급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방 간부들이 이 경제 성장 방식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그림 2-26. 중국 도시 건설 용지 규모 추이(2006~16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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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城市統計年鑒을 토대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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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점수: 4)
중국 도시의 유령화 현상은 급진적인 양상을 띠면 리스크일 수 있다. 우선 경
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하면, 이는 연쇄적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 사
회적으로도 유령화 현상은 상당한 리스크이다. 가령 유령화 지역의 관리 비용
증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기초 시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해
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치안이나 환경 등의 공공 문제를 처리
할 때에도 그 비용이 늘어난다. 막대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3) 복잡성(평가 점수: 5)
‘유령도시’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을 추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리스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역 경제성
장률을 맹목적 추구한 것도 ‘유령도시’ 등장의 한 이유라고 한다면, ‘지방이기
주의’나 ‘엘리트 충원’과도 관련된다. 나아가 ‘유령도시’는 결국 새로운 유형의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회 관리 방식이 필요해지며, 이는 ‘낯선
사회의 편재’와 유사한 리스크를 내보일 수 있다. 자칫 도시화가 급진적인 경향
을 띠면,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지 못한 농촌 인구가 ‘유령도시’를 채울 수 있
기 때문에 이는 ‘도시 빈민굴’과도 관련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1)
지난 ‘13·5 규획’에서 부각된 개혁 조치 중 하나가 공급 측 개혁이었다. 그리
고 이 공급 측 개혁의 차원에서 중공중앙은 미처분 주택 문제를 비교적 효과적
으로 다루고 있다. 아래 설명될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을 고려하면, 중국 도시
의 유령화는 장기간 계속될 확률은 낮다. 특히 [그림 2-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중국의 미처분 주택은 이미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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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2015년에 개최된 중공중앙의 재경영도소조 회의는 미처분 주택의 해소를
주요 업무로 부각했다.195 특히 네 가지 방식이 주로 거론되었는데, 첫째 방식
은 농촌 주민의 도시 정착을 서둘러 도시의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 기업이 미처분 주택을 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셋
째는 정책 완화, 가령 주택 구매 한도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풀어서 미처분
주택을 소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부가 미처분 주택을 직접 소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넷째 방식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즉 지
방정부가 미처분 주택을 구매한 후 수요가 많은 중심지를 개발할 때 그 보상 주
택으로 미처분 주택을 활용하거나, 혹은 임대 주택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네
이멍구의 어얼둬쓰(鄂爾多斯)는 본래 ‘유령도시’로 유명했는데, 최근 이 넷째
방식을 통해 상당한 분량의 미처분 주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6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195 ｢中央財經領導小組會議: 以經濟結構性改革解決重點問題｣(2015. 11.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196 彭日東, 張君(2017), ｢對鄂爾多斯以“房票”去庫存實現棚戶區改造的調查｣; 劉科(2017), ｢金融助力

房地產去庫存研究: 以鄂爾多斯市爲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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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자촌 개발의 낭비
가) 현황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도시 내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판자촌
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가 시진핑 시기의 핵심적인 경제 성장 전략으로
부각되면서 이 판자촌의 개발이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리커창(李克強)
총리는 도시화를 “세 가지 1억 명”으로 요약한 적이 있는데, 도시 내 판자촌 개
발도 그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판자촌 개발 수준은 상당
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림 2-27]을 통해 알 수 있듯, 2013년에 그 개발 규모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는 거의 매년 600만 채가 새롭게 개발
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의 주택 및 도시 건설부는 2018~20년 동안 1,500만
채의 판자촌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97

그림 2-27. 중국 판자촌 개발 시공 규모(2012~17년)
(단위: 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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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華人民共和國住房和城鄉建設部, http://www.mohurd.gov.cn(검색일: 2018. 1. 10)의
공보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97 ｢2018至2020年將再改造各類棚戶區1500萬套｣(2017. 5.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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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5)
일반적으로 판자촌은 그 도시 내 입지 조건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
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이 비교적 쉽게 조달될 수
있다. 게다가 판자촌 주택의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 환경이 개선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 자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철거와 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201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판자촌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28 참조). 시진핑 정부의 판
자촌 개발 사업은 2020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림 2-28. 판자촌 개발 지역 주민의 사업 만족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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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國家統計局社情民意調查中心, http://www.12340.net.cn(검색일: 2017. 12. 20).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은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지방정
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발 사업은 재정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많은 사안
이다. 일반적인 중국 도시의 개발 사업은 토지 수용 절차를 따르고, 따라서 ‘토
지 재정’이 확보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에서는 수용 절차가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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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따라서 기초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지출만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게
다가 철거와 보상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해당 도시의 지방정부가 추가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장기
적으로 ‘토지 재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
정 상황이 악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2)
만약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을 신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는 중국 사회 구성원의 정
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설될 세수 항목은 대부분이 이전과 다른 직접세라
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기존 판자촌에 거주하던 사람 중에는 유동인구
가 적지 않았다. 그들이 더 비싼 도시 거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그들
의 체감 소득을 떨어뜨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해 해당 지역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판자촌 개발’은 기본적으로 중공중앙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그 리스크로서의 성격은 지방정
부의 재정 지출 증가 및 토지 재정의 추가 확보 실패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
방정부의 재정’과도 관련된다. 만약 이 재정 부족이 세제 개편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도시 중산층의 이념’ 문제와 이어질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도시화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판자촌 개발 사업은 2020년이 정확하
게 종료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이전까지는 이 판자촌 개발 사업으로 인
한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만약 이미 서술한 것처럼 ‘판자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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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리스크로 나타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세재 개편 등으로 이
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시 판자촌 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는 큰 어려움 없는
사업이다. 문제는 그 사업이 일단락된 후인데, 관건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율
에 달려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을 마련한다면, 이는 도시화율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
는 계속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
움을 겪지 않게 된다. 반대로 중국 정부가 도시화율로써 경제 성장률 제고에 나
선다면, 이는 이 연구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급진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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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사유화
가) 현황
중국의 토지는 공유제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식은 전민소유
제와 집체소유제이다. 그리고 전민소유제는 국가, 곧 지방정부의 소유로 구현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265

되고, 집체소유제는 특정 지역 주민의 공동 소유로 실현된다. 그런 점에서 토지
의 위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토지가 전민소
유제의 대상인지, 집체소유제의 대상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
가 엄격하게 토지의 용도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인지가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중국의 토지를 구분하면 크게 세 종류이다. 하나는 도시에
위치한 건설용 토지이고, 다른 하나는 농촌에 위치한 경작지이며, 마지막 하나
는 농촌에 위치한 건설용 토지이다. 도시에 위치한 건설용 토지는 전민소유제
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지방정부)의 소유이고, 이 토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싶다
면 일정 비용을 국가(지방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농촌에 위치한 경작지와 건설
용 토지는 집체소유제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집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체 구성원은 무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한다.
만약 중국의 한 도시에서 새로운 토지가 필요하게 되면 정해진 절차와 보상
기준에 맞춰 집체소유제의 농촌 토지를 전민소유제의 도시 토지로 그 성격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중국 도시에 새로운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방정부)뿐이며, 그런 점에서 중국의 토지 시장은 국가(지방정부)의 독점 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1)
중국의 토지 제도가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
약 중국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도 높아진다면, 중국 도시 주민을 중심으
로 토지 사유화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 있다. 중국 도시의 비교적 높은 주택 가
격 형성은 주로 토지 공유제에서 비롯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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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연도별 지수와 세계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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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UMBEO, DB(검색일: 2017. 12. 26)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2-29]는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수준과 그 연도별 순위
변화를 보여준다. 물론 이 그림은 NUMBEO의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중국
과 다른 국가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그리고 광저우(廣州) 등이 최근 5년간 거의 항상 비
슷한 순위를 기록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세계 10위 안에 2개 이
상의 도시를 올리고 있는 국가도 중국밖에 없다. 비슷한 성격의 인도도 세계
10위 안에는 뭄바이 하나만 올리고 있다. 아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한국도 서울
만 30위권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과 관련이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중국에서는 토지 시장이 국가(지방정부)의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는 새로운 토지를 공급할 때 가급적 싸게 구매(수용)하고 가급적 비싸게 팔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자신의 재정을 보충할 수 있지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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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을 구매한 개발업자는 자기가 지불한 비용을 주택의 최종 구매자에게 떠
넘긴다. 요컨대 중국 도시의 주택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지방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
도시 주민의 소득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항상 높게 형성되는 이유를 바로 여기
에서 찾을 수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중국에서 토지 사유화가 실시되면 재앙에 가까운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우
선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던 토지 재정을 잃으므로 재정 부족 상황
을 겪게 될 것이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그 재정 부족을 메워주다가 정작 자
신의 각종 정책 사업과 중장기 투자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농촌 주민은
토지를 팔 수 있기에 부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빈민굴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국가(지방정부)가 토지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토지 시장에 공급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가격은 지금처럼 높게 형성될 수 없다. 물론 도시 주변의 일부 농촌 주민은 어
느 정도의 토지 매각 대금을 쥘 수도 있겠지만, 그 대금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반면 대다수 농촌 주민의 토지는 거래조차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
렇게 되면 득을 보는 것은 자본뿐이다. 중국의 빈부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이고, 대도시에는 집과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넘쳐날 것이다.

(3) 복잡성(평가 점수: 1)
‘토지 사유화’는 그 리스크가 발생하는 기제의 차원에서만 보면 ‘도시 중산
층의 이념’ 정도만 관련된다. 그러나 그 여파는 다른 거의 모든 사회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도시 내 ‘빈민굴’의 형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빈부 격차’의 심화 등은 물론이고, 인구 유동성뿐 아니라 토지 유
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사회 관리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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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체제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경제 불황이 겹쳐질 경우
‘정부능력’마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1)
현재 중공중앙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토지 사유화는 대단히 먼 훗
날의 일이다. 학자들 수준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이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도시 주택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유화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부동산 거품에 대한 최근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토지 수용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대략 세 가지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하나는 투기 수요 억제이다. 가령 다주택자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자
체를 금지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판매 자체를 제한하기도 한
다. 예컨대 최소한의 주택 보유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198 두 번째 방식은 도
시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주로 판
자촌 개발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 방식은 세재 개편이다. 특히 일부 지
방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전면 실시될 가능성이 있
다.199 중국 부동산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특정 조건하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종합부동산세에 가깝다.
이와 별도로 토지 사유화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중국공산당은 여전
히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공유제는 여러 가지 소유제 형식의
하나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198 勞佳迪·張燕(2017), ｢樓市調控潮再來｣; 黃志龍(2017), ｢發展機構化住房租賃市場的政策方向｣ 등

을 참조.
199 鄧宏(2015), ｢房產稅改革的目標約束與路徑約束｣; 陳育儉, 唐劍英, 林國建(2016), ｢新型城鎮化背

景下的房產稅改革探討｣; 吳學安(2017), ｢摒棄土地財政開征房產稅應是不錯的選項｣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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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구 유동성이 갈수록 높
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동시에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
한 지점은 새로운 사회 거버넌스의 방식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인구 유동성이
낮았을 때에는 이른바 ‘낯익은 사회(熟人社會)’의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
할 수 있었다.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문제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구태여 공식적인 법률이나 규
정이 없더라도 ‘낯익은 사회’의 상호성 원칙이 강력하게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유동성이 높아지면 공식적인 것들이 필요해지고, 이는 다
양한 종류의 제도 비용을 초래한다. 이 제도 비용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갉아먹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익 관계를 표출하여 사회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첫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농촌 가족의 해체이다. 중국 농가
의 소득원은 기본적으로 농업소득과 임금소득에서 비롯되고, 이는 중국 농가의
누군가는 언제나 외지로 나가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

270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인 상황에서는 장년층의 부부가 외지로 나가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자녀와 그
들의 부모가 농촌에 남아 집을 지킨다. 중국에서는 이를 세 가지 ‘남겨진 사람
(留守)’으로 지칭하는데, 곧 남겨진 자녀, 남겨진 부인, 남겨진 부모가 그들이
다. 이것이 중국 사회의 리스크가 되는 이유는 남겨진 이에 대한 돌봄이 약화되
면서 농촌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그들의 성장과 교육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장
년층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자녀들은 학업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이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가장 교육에서 멀어지기 때문이
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런 식으로 대물림되면 계층이 고정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둘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리스크는 유동인구의 근로 조건이다. 그들에 대한
사회보장 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사건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저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그와 함께 초과 근무를 항상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인구
의 근로 조건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조직화가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세대의 농민공이 정치적 기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인다면, 이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노동 관리가 필요해
지는 배경일 수 있다.
셋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 도시에 빠르게 늘고 있는 ‘낯선 사회’의
공간이다. 단웨이(單位)가 도시 주민의 삶을 조직했던 시기에는 중국 도시에
‘낯선 사회’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인구
유동성이 커지면서 외지인이 도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 도시 곳
곳에 ‘낯선 사회’를 만들어냈다. ‘낯선 사회’의 공간에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보증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필요해지고, 이는 그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
는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즉 이전에는 불필요했던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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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재정적으로도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자칫 이해관계를 표출하
여 갈등과 분쟁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다. 가령 ‘광장무’의 소음이 야기한 중국
도시의 세대 간 충돌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속하는 사건일 수 있지만, 사법이
여전히 중공의 지도를 받는 중국의 상황이라면 이것조차 중공에게는 정치적 부
담일 수 있다.
넷째로는 악성탄원의 증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의 사법 체제에서는 민
사 소송조차 중국공산당이 그 당사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법원과 검찰이 모
두 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이상,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쪽은 재판의 공정성
을 탄원하게 되고, 승소한 쪽은 보상 규모를 탄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민사
소송이 모두 탄원으로 귀결되면 중국공산당이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게
다가 공공기관에 대한 탄원도 현재 그 성격이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예전에는
권리 수호의 측면이 강했지만, 이제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타내려는 영리 성
격의 탄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악성탄원이 증가하면, 지방 당 위원회는 가
급적 급(級)을 뛰어넘는 탄원을 막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이것이 학습 효과
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탄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
국공산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
래한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중국공산당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정치적 책임도 온전히 중국공산당의 몫이 되기 쉽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구 유동성의 증가와 그것에서 비롯된 사회 거버넌스 비
용의 증가는 중국의 현 체제가 다른 국가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법치’가 강조되는 부분에
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조례의 공식적인 제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가 체제’가 고수되는 부
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공산당이 결국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예전에는 당-국가 체제라고 하더라도 인구 유동성이 낮고 ‘낯
익은 사회’의 상호성 규범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제도가 사회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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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유동성이 높고 ‘낯선 사회’의 불신
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중국공산당이 끊임없이
기층을 조직화하는 것은 어쩌면 예전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일종의 향수일 수 있다.

1) 농촌 가족의 해체
가) 현황
현재 중국의 농촌 가구는 가족 해체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남겨진 사람”으로 지칭되는 이들이 그 구체적인 사례인데, 예컨대 “남겨진 아
이,” “남겨진 부인,” “남겨진 부모” 등이다. 현재 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6년에 중국 민정부와 교육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전국의 “남겨진 아이”를 조사한 적이 있다.200 이 자료에 따르면, 농
촌에 남겨진 만 16세 미만의 아이는 총 902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는 805만 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보호자가 친인척인
경우는 30만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부모가 남아 있지만 보호능력을
결여한 경우는 31만 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아예 보호자가 없는 경우도 36만
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중부 농촌지역에 가장 많은 463만
명의 아이가 남겨져 있고, 서부 농촌지역에 352만 명, 동부 농촌지역에 87만
명의 아이가 남겨져 있다. 특히 장시(江西)와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안후
이(安徽), 허난(河南),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성에는 모두 70만 명 이상의 아
이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 ｢留守一代 全國農村留守兒童902萬｣(2016.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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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남겨진 아이의 보호자 유형 및 지역별 현황
(단위: %)

3

4 4

10

조부모
친인척
보호능력
결여 부모
보호자 없음

동부

39

중부
89

51

서부

자료: ｢留守一代 全國農村留守兒童902萬｣(2016. 11.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1) 개연성(평가 점수: 5)
이러한 상황은 사실 필연에 가깝다. 중국 농가의 소득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자명해진다. 중국 농가의 소득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임금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 소득이다. 물론 재산 소득과
이전 소득도 통계적으로는 잡히지만, 재산 소득은 그 비중이 대단히 적은 편이
고, 이전 소득은 각종 보험료를 합산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득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 2016년 농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상황은 [표 2-5]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촌 인구 한 사람이 임금 활동과 농업 활동
에 동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농가의 소득이 [표 2-5]와 같
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농가 중 일부는 임금 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일부는 농
업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한 농가 안에서 일종의 분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원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중국 농가가 가족 해
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필연이다. 가족 중 일부가 항상 외지에 나가 임금 노
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중국 농가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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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중국 농촌의 소득원별 1인당 가처분 소득(2016년)
(단위: 위안, %)
구분

임금 소득

농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합계

금액

5,021.8

4,741.3

272.1

2,328.2

12,363.4

비율

40.62

38.35

2.20

18.83

-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 2017.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국 농촌에 “남겨진” 이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국 사회의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농촌 가족이 파탄에 이를 수 있고, 이
는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 인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심각하
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농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
림되고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농촌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제
대로 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그 자녀들은 학업에서 쉽게 멀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는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인데,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교육에서 가장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런 식으로 고
정되면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의 활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계층 간의 대립과 반
목이 조장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1)
농촌 가족이 해체를 경험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지역 간 불균형이 가장 큰 이
유이고, 따라서 정치나 외교, 사회 방면 리스크와의 연관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
다. 남겨진 아이들이 주로 중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서부지역에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의 차원
에서 보자면, 이는 다양한 격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 격차’와 ‘도
농 격차’, ‘빈곤 계층’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농촌 가족의 해체는 정체성과 삶의
의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신숭배’가 강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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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5)
만약 이상에서 서술한 대로 중국 농촌 가족의 해체가 계속된다면 이는 장기
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정체성이나 삶의 의미 등은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계층 사다리의 기능도 단숨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2016년 국무원은 “남겨진 아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무원은 “남겨진 아이”를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 문
제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많은 군중단체가 “남겨진 아이”와 관련
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동부 연해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중서부지역에 농촌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간 경제 불
균형의 해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6. 해당 지역 농민공의 이동 상황(2016년)
(단위: %)
구분

성 간(省間) 이동

성 내(省內) 이동

동부

17.8

82.2

중부

62.0

38.0

서부

52.2

47.8

동북

22.9

77.1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27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2)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
가) 현황
중국 농민공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
국국가통계국의 농민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201 그들은 매달 25일 이상을 근무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근무 시간도 대부분 8시간을 웃돌고 있다. 주당 근무
시간이 44시간을 넘는 농민공도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그들의 임
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5년에 매달 평균 3,000위안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3,275위안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그들이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이해해야 한다.

201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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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중국 농민공의 근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1년 근무 개월 수

9.9

10.0

10.1

10.0

1월 평균 근무 시간 (일)

25.2

25.3

25.2

25.2

1일 평균 근무 시간 (시간)

8.8

8.8

8.7

8.7

1일 8시간 초과 근무
농민공의 비중 (%)

41.0

40.8

39.1

37.3

1주 44시간 초과 근무
농민공의 비중 (%)

84.7

85.4

85.0

84.4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그림 2-31.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 현황(2016년)
(단위: %)

3
12
계약기간 무표기 노동 계약
1년 이하의 노동 계약
20
65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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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노동 계약
노동 계약 미체결

그림 2-32. 농민공의 임금체불 발생률
(단위: %)
1.2
1
0.8
0.6
0.4
0.2
0
2013

2014

2015

201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1) 개연성(평가 점수: 3)
농민공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중국 사회의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은 낮다. 농민공은 어떤 식으로든 농촌 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가 많고, 이는 그들의 근로 조건이 혹 나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중국 사회가 안
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의 많은 농가가 임금 활동과 농업 활동
을 겸업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농민공 중 상당수가 이른바 신세대 농민공
으로 지칭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부분 경작 경험이 없다. 즉 신세
대 농민공은 도시 정착을 지향할 확률이 높다. 물론 그들이 지향하는 도시가 일
선의 대도시일 수는 없으며, 대부분 고향 근처의 중소도시 정도이다.202 그러
나 그들이 도시 생활을 지향하는 한 자신의 임금 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문
제를 무심히 지나치기는 힘들며, 그 ‘공공’의 성격이 강해지면 그들이 함께 논

202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 10. 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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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대처하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짐작케 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농민공 조사 자료에 따르
면,203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농민공은 대부분 당사자를 직접 만나 해결
하거나 혹은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공
식 법률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22.1%에 불과했던 이 방식
은 2016년에는 27.2%로 증가했다. 노조의 도움을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의하면, 비교적 젊은 농민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양상
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3. 중국 농민공의 연령 구조
(단위: %)
100
90

15.1

15.2

17.1

17.9

19.2

25.6

26.4

26.4

26.9

27.0

80
70
60
50

41~ 50세
22.5

22.9

40

22.8

22.3

22.0

30
20

31~ 40세
21~ 30세
16~ 20세

31.9

30.8

30.2

29.2

28.6
3.3
2016

10
0

51세 이상

4.9

4.7

3.5

3.7

2012

2013

2014

2015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203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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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농민공의 권익 침해 대처 방식
(단위: %)
0

5

10

25

30

35

1.3
1.2
1.1
1.8
22.1

법률 방식

2015

27.2
35.9
36.8

상대와 직접 해결
정부 기관에 호소
노조(공회)

40

19.6
21.6

친구에게 도움 요청

언론에 폭로

20

7.3
6.2

묵인

인터넷에 도움 요청

15

30.1

2016

34.6

3.3
3.5

기타

9.9
8.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c), 2016年農民工監測調查報告.

(2) 위험성(평가 점수: 1)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이 형성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중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공간이 농민공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면 이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도 나쁜 결과가 아니다. 게
다가 아무리 ‘신세대 농민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고향 농촌과의 관계
를 완전히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촌이 그들의 사회보험으로 남아있는
한 신세대 농민공의 새로운 사회 공간이 나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다만 이 공
간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기존 노조(공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 그리고 중국공산당과
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이 공간을 강
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 안으로 흡수하려 든다면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
다. 혹은 이 공간이 실질적인 세력화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노동 환경이 크게 변
화할 수도 있다.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가 지닌 가장
큰 리스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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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평가 점수: 1)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인구 유동성의
제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 리스크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
만 그 상황이 실제로 연출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공산당 및 노조(공회)와
관계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능력(자율성)’이나 ‘정책결정 과정’
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만약 신세대 농민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계
속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중국공산당 및 노조(공회)와의 관계 설정 여하
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 공간 자체가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기는 힘들다.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확률
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시진핑 시기 중국공산당은 이른바 사회 거버넌스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이
념으로 제기한 바 있다. 기층을 조직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뿐 아니라 기층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다면 신세대 농민공의
새로운 사회 공간은 간혹 초창기에는 충돌과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장기
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중국공산당의 기층 조직 속에 안착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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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3) 기층의 “낯선 사회”
가) 현황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 사회는 인구 유동성이 대단히 낮았고, 이로 인해 도시
든 농촌이든 “낯익은 사회”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도시의 ‘단웨이’
와 농촌의 ‘인민공사’는 생활공동체와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민이 살
고 있는 현장은 대부분 상호성과 비공식 규범에 의해 관리되었다. 예컨대 누군
가가 결혼한다면, 그에 필요한 새로운 주택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아이의 출
산과 양육 등은 ‘단웨이’와 ‘인민공사’의 상황, 그리고 이전의 관례와 정치지도
자의 판단 등에 근거해 처리되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제도와 법률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는 대단히 높은 인구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
의 다양한 기관에서 표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현재 중국 도시의 기층은
‘단웨이’ 일변도가 아니다. ‘단웨이’ 거주지역과 옛 ‘골목’ 거주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새롭게 조성 중인 공동주택 지역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농
촌에서 도시로 그 성격이 바뀌어가는 곳도 대단히 많다. 중국 도시의 기층이
“낯선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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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국 기층의 유형
(단위: %)
구분

2013 CGSS

2015 CSS

골목

16.1

10.1

단웨이

11.1

7.3

공동주택

22.7

14.3

농촌 → 도시 전환

8.9

8.1

농촌

38.9

59.0

기타

2.3

1.2

자료: 2013년 CGSS(http://www.chinagss.org, 검색일: 2018. 1. 20)와 2015년 CSS(http://
www.chinagss.org, 검색일: 2018. 1. 20)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 도시 곳곳에 “낯선 사회”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사회 관리
방식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이전의 “낯익은 사회”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비공식적인 관습과 관례, 기층 간부와 인민 사이의 상호성만으로도 충분
히 원활하게 사회 관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사적 개인이 시장에서 활동하다 만
나게 되는 공공의 문제도 이 “낯익은 사회”에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
나 “낯선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보증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제
도가 필요해진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에 가능했던 의무 중심의 사회 윤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권리 중심의 사회 윤리로 변화할 수밖에 없
다.204 따라서 이 권리의 한계선을 알려주고 의무의 최저치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필요해진다.
문제는 중국 사회가 이러한 “낯선 사회”를 경험해본 적 없다는 데 있다. 그리
고 이 “낯선 사회”가 갈수록 중국 도시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중국 도시의 기층 유형 중 과거 농촌에서 현재 도시로 바뀐 지역은 대부
분이 인근 도시의 산업 단지에서 일하거나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외지인

204 閻雲翔(2000), 禮物的流動: 一個中國村莊的互惠原則與社會網絡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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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임대한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새롭게 조성된 공동주택이나 골목도 유동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
고 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관리 방식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그림 2-35. 사구 유형별 유동인구 비율
(단위: %)
58.4

60
50
40
30

28.9

30.1

공동주택

골목

18

20
9.5
10
0
농촌

단웨이

농촌→도시전환

자료: 李培林, 陳光金, 張翼(2015), 2016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p. 283.

(2) 위험성(평가 점수: 1)
“낯선 사회”를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새롭게 유입된 인구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
이 서로 다른 방식의 생활 경험으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광
장무(廣場舞)’ 소음을 둘러싼 세대 간 대립은 이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과 법률이 도시 기층에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한 제도 비용
이 유발될 수도 있다. 게다가 “낯익은 사회”의 기층 자율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불필요했던 비용의 지불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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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평가 점수: 3)
“낯선 사회”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인구 유동성의 증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다른 사회 리스크와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이 현상이 주로
도시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시화와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 ‘판자촌 개
발’이나 ‘유령화’ 등은 기존의 “낯익은 사회”를 “낯선 사회”로 바꾸는 것과 다르
지 않다. 나아가 “낯선 사회”에 공통 신념의 부재가 더해지면 그 제도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시 중산층의 이념’이나 ‘소수민족의 문화 차이’ 등이 “낯
선 사회”의 환경에서 더욱 극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낯선 사회”의 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이는 비교적 장시간 지속될 확률
이 높다. 중국공산당은 계속해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촌 주민이 계속해
서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농촌지역에서도 대규모 경작, 곧 농업현대화
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제도 비용의 발생이 예상
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18대 이후 중국공산당이 제기하고 있는 ‘법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 방향은 “낯선 사회”의 공간을 법과 같은 공식제도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인치’나 비공식적 관습, 혹은 상호
성의 규범이 사라진다. 대신 중국공산당은 ‘사구(社區)’ 건설의 이름 아래 기층
을 조직해 이전의 “낯익은 사회”가 보여주었던 자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필자
가 조사한 한 공동주택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서 외부 민간단체가 다양
한 주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5 요리 강습반이나 영어 강습반, 광장

205 해당 지역은 장쑤(江蘇) 타이창(太倉)시에 위치한 공동주거지이다. 실제 답사는 2016년 7월에 이

뤄졌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출판 예정 원고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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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연습 등을 지원하면서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화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층
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4) 악성탄원의 증가
가) 현황
중국 지방의 모든 탄원(信訪)을 수집해 분석한다는 것은 현 수준에서는 불가
능하다. 다만 기존 연구 중에 그에 대한 사례 연구를 찾을 수 있다. 가령 톈셴홍
(田先紅)은 지방의 한 소도시를 대상으로 그곳에서 발생한 탄원을 분석한 바 있
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탄원의 내용이 대부분 ‘권
리 수호’에 해당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절반 이상이 ‘민사 분쟁’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상당수는 돈을 노린 ‘악성탄원’이었다(그림 2-36, 그림 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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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1990년대 말까지의 탄원 유형
(단위: %)

기타
15
민사분쟁
14

권리수호
58

이익도모
13

자료: 田先紅(2010), ｢從維權到謀利｣.

그림 2-37. 2000년대 이후의 탄원 유형
(단위: %)
권리수호
4
기타
15

이익 도모
30

민사 분쟁
51

자료: 田先紅(2010), ｢從維權到謀利｣.

(1) 개연성(평가 점수: 5)
현재 중국에서 갈등과 분쟁의 주된 해결 방식은 ‘탄원’이다. 다른 사회라면
‘재판’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민사 분쟁’조차
탄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원과 검찰이 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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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민사 재판에서 패소한 측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탄원하게 되고, 승소한
측은 그 배상 내용을 탄원하게 된다. ‘민사’는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이 당사자가 된다.
게다가 중공중앙이 ‘탄원’을 ‘사회 안정’의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악용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어떤 지방에서 급(級)을 뛰어넘는 ‘탄원’이 많
아지면, 중앙은 그 지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는 해당 지방 간부에
대한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탄원’이 급을 넘지 못하도록
돈으로 ‘탄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인민폐로 인민 내부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맥락에서 출현한다.206 그리고 일반 주민이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악용할 수 있다. 국가(지방정부)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면 돈이 나온다고
보고, 돈을 노리고서 일부러 난리를 피울 수 있는 것이다.207

(2) 위험성(평가 점수: 3)
‘민사 분쟁’이 모두 탄원으로 이어지면, 이는 중국공산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민사 재판은 가급적 재판 당산자 간의 합의
를 주문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재판 비용의 증가가 수반된다. 돈으로 사회 안정
을 구매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보면 중국 지방정부에 적잖은 부담이다. 요컨대
‘악성탄원’의 증가는 어떤 식으로든 전반적인 사회 관리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다. 나아가 ‘악성탄원’은 겉으로 보면 ‘양성탄원’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고 항의 방문이나 집단 시위가 언제나 뒤따르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에 악
영향을 주기 쉽다. 게다가 중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옳지 못한 풍조가 형성되어
사회 활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도 있다.

206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 10. 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20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쉐펑 저, 김도경 역(2017),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돌배게의 2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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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성(평가 점수: 4)
‘악성탄원’의 증가는 적어도 다른 네 가지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
다. 첫째는 엘리트 시스템이다. 지금처럼 사회 안정이 간부 평가에서 ‘일표부
결’로 적용되는 한 지금의 이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 둘째는 지방이기주의이
다. 중앙은 지방이 돈으로 사회 안정을 구매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
도 지방은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에 스스로 잘못된 풍조를 만들고 있다. 셋
째는 허약한 사회 신뢰감이다. 중국 사회의 인구 유동성이 커지면서 사회 구성
원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부족해지고 있다. 넷째는 대외 관계에서
의 규범갈등이다. ‘악성탄원’은 ‘인권’ 문제와 혼동될 확률이 높고, 이는 국제사
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약화되는 이유일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4)
‘악성탄원 증가’의 원인과 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응 방법을 고려할 때,
적어도 ‘법치’가 중국 사회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 현
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이 ‘탄원’의 해결을 발생 지역의 책임으
로 묶어둔다면,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중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악성탄원의 증가’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2016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탄원 업무 책임제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208
기본 취지는 현지에서 발생한 탄원은 현지에서 해결하고, 그 원칙에 따라 책임
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지에서 발생한
탄원이 급을 뛰어넘어 중앙으로 쇄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면 지방정부는

208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2016), 信訪工作責任制實施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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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과 같은 방식을 취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공중앙이 강조하는 ‘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탄원 조례｣에는 조
치가 끝난 탄원에 대하여 동일 내용의 탄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있고, 만약 이
를 엄격히 시행한다면 ‘악성탄원’의 출현을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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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 신념의 부재
민족주의를 논외로 한다면, 중국 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나 신념은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교 활동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공통의 신앙
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다. 물론 공자를 아이콘으로 삼는 유가의 전통 사상이
그 공통의 신념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공자
등의 전통 사상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다. 중국 혁명의 핵
심 모토 중 하나가 반봉건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톈안먼 광장에 공자상이
들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공산당이
선전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가 인민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문화대혁명과 같은 정치적 동란을 기억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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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와 ‘인권’의 보편 가치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기
껏해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중국의 꿈’ 정도이다.
이처럼 공통의 신념이 부재하면 한 사회 내의 이해관계가 문화적인 것으로
둔갑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이는 사소해 보이는 이해관계조차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처럼 보이게 만든다.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칫 분리주의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시 중산층의 이념이다. 현재 중국에서 중산층을 말할
수 있는가는 따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에 소비능력과
발언권을 갖춘 일정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들은
매우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우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공
유하고 있다. 물론 도시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대도시 안에서
는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들이 향후 자신의 권익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나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세의 신설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인민의 세금부담률은 그 어느 국
가보다도 높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중국 인민이 체감하지 못했던 것은 대부
분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후에 소
득세가 강화되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보유세가 만들어지면, 이 상황이 달
라질 수 있다. 즉 직접세의 부담을 계기로 정치 참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그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에 냉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내는 세
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쓰였는지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적어도 이 상황은 중국공산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다음으로 물신숭배(fetishism)의 팽배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관계
는 계속해서 상품으로 대체되어왔다. 즉 상품을 생산해낸 노동이 아니라 상품
의 효용가치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최소
한 농촌에서는 그 분업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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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었다. (물론 당시의 물신숭배는 주로 상징적인
것들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사회가 고도로 분업화되었고, 그에
따라 상품에 대한 물신숭배가 커졌다. 거기다 중공중앙은 계속해서 시장 기제
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는 노동이 덜 중요해지는 것이다. 현재 중국 사
회에서는 길을 막고 통행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폭력으
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한탄하며 목
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노동보다 상품이 중요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전반에
‘엽기’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정부의 사회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자칫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사회가 전반
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부정과 부패가 조장되는 문화적 배경이 될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중국 연구
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 간 갈등은 대부분 경제
적인 격차에서 비롯된 것들이다.209 중국의 중서부지역 혹은 남서부지역이 경
제적으로 덜 발전한 상황에서는 그 상대적 빈곤이 소수민족의 탈을 쓰고 등장
하기가 쉽다. 따라서 어찌 보면 중국공산당의 서부 개발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
는 순간 이 소수민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발 방식에서 중국공산당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개별 소수민족이 공유
하는 가치 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만났던 한 소수민족 출신의
농민공은 중국 산업단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
기 어려워했다.210 그것이 자신이 성장한 환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만
약 중국공산당이 이 문화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소수민족은
끊임없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고집할 확률이 높고, 이는 자칫 민족 간 갈등이 표
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9 대표적인 예로 왕후이(王暉)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왕후이 저, 송인재 역(2011), 제3장을 참조.
210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 10. 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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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통 신념의 부재를 중국공산당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주의 문화강국,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보면, 중국공
산당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공통의 신념을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경우 ‘사회주의’는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
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부쩍 강조되고 있는 ‘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치’의 이전 버전은 ‘사회주의 법제’였다. 중국 사회의 공통 신념으로
서 ‘법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도시 중산층의 이념
가) 현황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중산층’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
다. 인구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존재하며, 같은 도시라
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이 상이하다면, ‘중산층’으로 설명할 수 있
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도시에 이전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소비 계층이 형성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
들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는 그 추세가 비교적 명확하다.
중국의 한 표본 조사에 따르면,211 중국 대도시의 중산층은 19만 7,906위안
의 연소득을 자랑하며 11만 3,738위안의 연간 소비 활동을 선보인다. 이는 비
중산층의 연소득 5만 5,989위안과 연지출 4만 1,679위안보다 월등히 많은 수
치이다(그림 2-38 참조). 이러한 소득과 지출의 차이는 대도시 중산층의 라이
프스타일과 비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구별한다. 대도시 중산층은 훨씬 더 자
주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훨씬 더 자주 수입 브랜드를 구매하며 훨씬 더 자주 여
행을 떠난다. 그리고 이 상이한 라이프스타일은 중산층과 비중산층의 계층 인
식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중국의 중층에 속한다고 인식

211 李培林, 陳光金, 張翼(2015), 2016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pp. 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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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면 비중산층은 대부분 자신을 중하층으로 인식했다(표 2-9 참조). 높은 소
득과 소비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새로운 계층 인식으로 무장한 집단
이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림 2-38.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중산층과 비중산층의 연소득 및 연지출
(단위: 위안)

197906
연소득
55989
중산층
비중산층
113738
연지출
41679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표 2-9.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중산층과 비중산층의 계층 인식
구분
해당 도시
전국

상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하층

중산층

0.3

9.2

52.1

32.8

5.6

비중산층

0.2

3.0

34.3

41.2

21.4

중산층

0.8

15.9

51.3

28.3

3.7

비중산층

0.4

5.7

36.6

39.4

17.9

자료: 李培林, 陳光金, 張翼(2015), 2016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1) 개연성(평가 점수: 2)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도시 중산층은 중국의 현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현재 중국의 상황을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각종 표본 조사에서 그들은 중국 사회가 비교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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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이는 비중산층과의 비교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산층은 중국 사회가 덜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
제는 이 새롭게 형성된 도시 중산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만들고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는 문화적으로 등장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본질은 이익 문제이지만 그 양상은 가치나 이념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도시 중산층의 가치나 이념이 중국공산당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상관
없겠지만, 만약 어긋나거나 상충된다면 문화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직접세의 증가가 그
에 해당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간접세 위주의 세재 정책을 폈다. 그도 그럴
것이 토지를 비롯한 중요 생산 수단이 모두 공유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재
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2010년대에 접어들어 중
국 정부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2012년까지 70%를 유지하던 간접
세의 비중은 2016년 현재 63% 선까지 떨어져 있다(그림 2-39 참조). 늘어난
직접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 중산층이 부담했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이 부담
이 계속 증가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만약 주
기적인 경제 불황이 겹친다면 정치적 동요나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9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그림 2-39. 최근 10년간의 중국 간접세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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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위험성(평가 점수: 3)
현재 중국 도시의 중산층 중에는 국유 부문에 소속된 사람도 있지만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하다. 게다가 이 전문직 종사자의 규모는 시장 기제의 확대와 함
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국 도시의 중산층은 중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새로운 가치와 이
념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 가치와 이념이 중국공산당의 그것과
다르다면, 문화적인 갈등과 분쟁이 표면화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공산당
의 발언권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그들에게 정치 참여의 공간을 넓혀주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직접세의 비중이 늘고 있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시 중산층의 이념’
은 ‘판자촌 개발의 낭비’나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토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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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부족이나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직접세가 꾸준히 강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 중산층의 이념’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배경보다 그것의
영향 측면에서 다른 리스크와 상승효과를 이룰 개연성이 높다. 가령 ‘낯선 사
회’가 야기한 사회 관리 비용의 증가는 ‘도시 중산층의 이념’ 형성으로 가속될
수 있다. ‘토지 사유화’도 ‘도시 중산층의 이념’으로 강화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일단 도시 중산층의 이념이 형성되면 이는 가치 혹은 이념 경쟁의 양상을 띠
기 쉽다. 문화가 단기적으로 조정되고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면, 그 경쟁은
장기간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지금까지 중공중앙은 5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문화와 관
련된 입장을 내놓았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나 ‘사회주의 문화강국’ 등이 바로
그 기회를 빌려 등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18대는 특별히 문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법치’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고, ‘중화민족
의 부흥’이나 ‘중국의 꿈’과 같은 민족주의 정서도 자극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
으로 도시 중산층의 이념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에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들 도시 중산층이기 때문이다.212

2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원톄쥔의 설명을 참조. ｢중, 경제위기땐 자산계급 혁명 우려｣(2018. 2.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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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 물신숭배(fetishism)
가) 현황
중국은 전통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지만, 최근 중국 사회에서 일어나
는 사건들은 단순히 범죄율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예컨대 형사 범죄와
주민 민원 사이에서 모호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필자가 조사한 사
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13 중국 농촌의 한 마을 옆에 저수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건설 중장비들이 마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의 일부 주민
이 건설 중장비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건설 중장비가 진입하면 마을 도로가 파
손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도로는 비포장도로였고, 따라서 파손될 것이 없
는 상태였다. 결국 건설을 추진하던 사업체는 그 마을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
다. 이는 일종의 사기 행위이지만, 주민 탄원의 형식을 취했다. 저수지가 보수
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이들도 바로 그 도로를 가로막았던 마을 주
민들이었다.

213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 10. 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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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중국 형사사건 유형(2015~16년)
(단위: %)
구분

살인

상해

강도

강간

인신매매

2015

0.13

1.84

1.21

0.42

0.13

2016

0.13

1.93

0.96

0.43

0.11

절도

사기

밀수

기타

67.96 14.63

0.03

13.64

66.97 15.25

0.04

14.18

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 개연성(평가 점수: 3)
단웨이와 인민공사 체제에서는 노동의 분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
문에 상품이 노동의 결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인민공사는 집체를 중
심으로 농업 활동 이외의 다른 부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신노동과 육체
노동이 함께 실천되곤 했다. 가령 농촌의 한 집체가 비료 생산을 추진하면, 그
것은 집체의 자율성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대부분
동일 인물이었다. 게다가 단웨이와 인민공사는 상대적으로 노동을 강조했고,
따라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 위도 높은 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이
상품으로 은폐되는 물신숭배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 기제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노동의 분업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뚜렷하게 구분
되기 시작했고, 육체노동도 공장의 생산 라인 속에서 단순 작업의 반복으로 획
일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품이 노동을 대체하고, 상품의 효용가치가 강
조된다. 상품의 물신숭배 현상이 전 사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물신숭배가 전 사회를 압도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노동
이 상대적으로 폄하되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노동 의지가 약해지고 상품의
욕망만 부각된다. 성실한 노동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폄
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 의지는 더욱 약해진다. 나아가 상품에 대한 욕망
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품만 획득하려고 하는 사회 풍조로 이어질 수

300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있다. ‘엽기’에 가까운 범죄가 넘쳐날 수도 있고, 사기와 편취가 만연하여 사회
불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1)
시장 기제가 확대되고 사회 분업이 가속화되면 물신숭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피하기 어렵다. 앞에서 시장 기제를 중시했던 다른 많은 사회를 보더
라도 물신숭배는 예외 없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사회에서 ‘물신숭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다른 사회 리스크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부화뇌동일 수
있다. 다만 ‘물신숭배’가 나타나면 다른 사회 리스크들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할 수는 있다. 가령 ‘농촌 가족의 해체’는 삶의 의미나 정
체성의 형성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이 ‘물신숭배’와 이어지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속출할 수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 사회가 시장 기제와 사회 분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 사회의 물신숭
배는 계속해서 강화될 확률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중공중앙이 제기하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와 사회, 공민이 그것인데, 공민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는 애국, 직업의식, 성실과 친절이다. 중공중앙은 직업의식과 성실을 통해 노동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시장 기제가 확대되고 사회 분업이 촉진되는 상
황에서는 가치와 이념만으로 물신숭배를 억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부쩍 강조되는 ‘법치’와 ‘사회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
치’가 이탈 행위에 대한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면, ‘사회 거버넌스’는 특정 행위
를 유도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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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가) 현황
서방 학자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마치 시한폭탄처럼 종종 묘사한다.
실제로 소수민족이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고, 시짱
(西藏)으로 대표되는 분리주의 운동 역시 표면화된 적이 있다. 그런데 중국 사
회에서는 소수민족 문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가 많다. 중국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큰 편인데, 중국의 소수민족이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및 남부 접경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 소수민족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는 것이다. 실제로 2013~16년까지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성(省)별로 살펴보
면, 네이멍구(內蒙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수민족 성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사회가 느끼는 소수민족 문제는 상대
적으로 덜 심각하다.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 소수민족 문제가 부각될 이유가 없
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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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소수민족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추이(2013~16년)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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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 개연성(평가 점수: 2)
그럼에도 소수민족 문제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소수민족 지방의 경제 성
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중국 주류 문화 사이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중국 사회는 소수민족 지역을 경제적으로 성장
시켜 소수민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경제 성장의 방식이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충돌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중국의 많은 농가는 농업 활동 외
에 임금 활동을 겸하기 때문에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저장(浙
江)의 농가는 3대가 모두 임금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소수민족 사회에서는 임금
활동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
르면, 윈난(雲南)에 위치한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문화적으로 생산 라인의 단조
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로 인해 자기 고향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가 대단히 많다.214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소수민족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착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수민족 문화와 주류 문화가 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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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의 경제적인 접근법은 실패로 끝날 수 있고,
이는 소수민족 문제가 표면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소수민족의 문화와 주류 문화 사이에 동질성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리
고 그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게다가 소수민족이 밀집한 지역은 대부분 접경지역이
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 조건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
문에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 등과 그 리스
크를 공유한다. 나아가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경 지역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분리주의’ 리스크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문제가 표면화되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악영
향을 준다면, 문화 변동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볼 때, 단시간에 이를 수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제도를 통해 그 변화를 유인해야
하는데, 현재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중공중앙의 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수민족의 종교는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으며, 그들의 전통 문화 유산 역시 보

214 우한(武漢)대학 허쉐펑(賀雪峰) 교수 인터뷰(2017. 10. 24, 중국 후베이성 우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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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고 있다. 소수민족을 위한 방송국도 설립되어 있고, 그들을 위한 특별 문화
활동도 추진 중이다.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나 문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공중앙
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최소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인 사
회에서 문화의 동질성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제도이다. 특히 교육 제도는 문화
의 동질성을 만들어내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
럼, 소수민족 지역의 교육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24억 위안에 달하
는 자금을 소수민족의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소수민
족을 선발하는 비중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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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 구조의 균열
중국의 인구 규모는 14억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한다. 이에

215 國務院(2015a), 2014年中國人權事業的進展 참조.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

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백서를 소수민족별로 발간하고 있다.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305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복지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인구 문제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리스크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인구 문제는 필수적으
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인구 문제가 사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단순히 규모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 규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이다. 인구 구조의 문제는 성별, 연령, 산업,
직업, 지리적 분포와 유동성, 그리고 세대와 계층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연령 구조와 성비 불균형에 기인한다.
물론 인구 노령화는 중국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국의 인구 구조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인구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자연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중국의 인구 구조에 기
인하는 문제는 인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노동인구의 급감과
노후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노년층의 빈곤화는 인구절벽을 불러왔다. 이에
현재 중국 사회는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은, “미부선로(未富先老)” 사회가 된
것이다.
노령화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
다. 하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후정책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노령화로부터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금과 사회보장
개선과 정년 연장 정책 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구조 자체에 변화를 주
는, 즉 출산율 제고나 이민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기에 모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역T자형’의 인
구 구조와 함께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부민궁(國富民窮)’과 ‘미부선로
(未富先老)’의 문제는 연금조달 등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바, 이로 인해 정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조치로서 2015년부터 ‘전면 두 자녀(全面兩孩)’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노동가능인구에 진입
하기 위해서는 15~2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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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전면 두 자녀’ 정책만 실시했을 뿐 육아 과정에
서 병행되는 보육, 교육 등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내놓지 않은바, 정부의 의
지와는 다르게 중국 국민의 출산 의지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구조가 내재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성비 불균형이
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과 관련한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1980년대부터 추진된 ‘한 자녀 정책(농촌 1.5자녀)’은 성
비 불균형의 극대화를 불러왔다. ‘한 자녀 정책’ 추진 당시에 도입된 초음파 검
사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태아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
고, 이로 인해 당시 성비는 최고점인 130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한 자녀 정책 세대는 ‘노총각 3,000만 명’ 시대에 살고 있어
다수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인신매매, 결혼
사기, 불법혼인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차별과 양성평등, 사회 불안정 등
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 구조의 문제는 노동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 두 자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15~20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 즉 노동가능인구의 하락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
에 없다. 현재 ‘역T자형’으로 나타나는 중국 인구 구조216를 고려해보면 노동
가능인구의 지속적인 하락은 결국 부양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시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중국의 노동 시장은 취업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가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의 노동 수요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산
업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다수의 기존 노동인구 또한 이직과 재취업을 요구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확보와 실업률 감소로부터 사회 안정을 어느 정도 도모

216 李培林, 李強, 馬榮(2008), 社會學與中國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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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문제를 적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향
후 중국이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
이다.

1) 노령화와 연금고갈
가) 현황
그림 2-41. 중국 노령화 및 사회부양비(2016년)
(단위: %)
15.0

15.0

사회부양비

13.0
11.0
9.0

65세 이상 인구 비중
10.8
8.0

7.0
5.0
4.9
16

14

20

12

20

10

20

08

20

06

20

04

20

02

20

00

20

98

20

96

19

94

19

92

19

90

19

19

19

82

3.0

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 5,831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11.4%를 차지한다.217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노령화 사회’의 기준(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4% 차지)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00년에 ‘노령
화 사회’로 진입했다. 나아가 중국국가통계국은 2030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
가 2억 3,000만 명을 돌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하락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추세이다. 그러

217 ｢2017年經濟運行穩中向好、好於預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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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의 노령화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국가의 상황과 비교된다. 첫째, 인구
연령 구조의 문제는 상당히 짧은 시기에 부각되어왔다. 선진국의 노령화가 점
진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중국의 노령화는 출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파르게 감소했고 세대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
다. 둘째, 19대에서 “중국은 아직,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을 것이다”218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과 같이, GDP는 세계 G2의 지위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을 보면 사실상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
러 있다. 소득, 복지, 교육, 의료 등 각 분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
이한 급격한 노령화는 사회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제공하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으로 연금과 관련하여 적자 폭이 증가하는 지방(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은 결
국 중앙 재정 부담의 증가와 함께 지역 발전의 불균형 심화 또한 불러올 가능성
이 높다.

(1) 개연성(평가 점수: 4)
중국의 연금조달은 현세대에 연금에 가입한 노동인구에게 징수한 ‘양로보
험’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현수현부제(現收現付制) 방식으로 이뤄지
고 있다. 현수현부제는 본질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노동인구와 연금을 수령하
는 퇴직인구 간의 변화로부터 조달과 지급 간의 차이가 상당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 19대 당대회에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資源
和社會保障部, 이하 ‘인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금 부양비는 제
도 설계 당시 5:1에서 현재 2.8:1로 하락했다. 특히 연금지급 어려움이 가장 큰
헤이룽장의 경우 부양비는 고작 1.3:1로 보고되기도 하였다.219 이는 퇴직자
한 명의 연금을 1.3명 노동인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18 ｢習近平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 10.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8. 1. 5).
219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尹蔚民 신화사 인터뷰,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 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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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노동인구 연령은 15~64세까지이며, 65세 이상은 노
령인구로 간주된다. 현재 다수의 직업에서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이
고, 여성은 만 50세(간부의 경우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연금을 조달
하는 차원에서 납부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수령 인구 비중은 큰
것을 의미한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연
금의 조달 혹은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지 생활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리스크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연금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일은 정치 관리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대비 연금 인상률을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매년 단계적
인 연금 인상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10%의 연
금 인상률은 2016년에는 6.5%로 하락했고, 2017년에는 5.5%로 하락했으며,
2018년에는 5% 내외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금 조달과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
국 노동인구의 연금납부기간 확대와 은퇴인구의 연금수령기간 감축으로 나타
날 뿐이다. 더불어 선진국이 규정하는 65~68세 정년과 비교해볼 때, 중국 인
구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정년 연장 정책
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한편으로 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
하는 국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불만과 불안 또한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을 단위로 하여 조망해볼 때는 연금의 고갈이
당장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급 단위에서 이를 조망해보자
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자가 발생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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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곧 중앙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성의 연금 현황을 취합하여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보호와 재정 이익이라는 명목과 더불어 지역 간 상이한 연
금납부제도로 인해 전국총괄관리 체계의 도입과 실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
으며 연금의 문제로부터 사회 전반의 위기가 도래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실
성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표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연금은 수(收)/지(支)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입원을 확대하고 지출을 절감한다면 관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현실적으로 수입원을 확대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 이에 연금 문제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최대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수입원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금조달을 어느 선까지 확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현재 노동인구 중 대략 1억 명이 양로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비(非)전일
제, 비정규직,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로보험의 가입률이 전국 기준
90%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신규로 가입한다고 하여 연금조달의 확대 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의 양로보험 가입자에게 납부 비율을 확
대하는 방안이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는 현재 중
국의 양로보험 납부 비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
문에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출을 절감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
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다. 중국의 양로 체계는 ‘일반양로보험(연
금)’, ‘기업연급(企業年金)’, ‘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연금의 확대는 기
업의 부담을 증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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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혜택 없이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사보험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국
민의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정 단위에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220 이에 노후와
관련하여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양로보험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증
대할 수밖에 없기에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인구이자 출산가능인구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속에서 출산율의 향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
다. 더불어 현수현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연금조달 방식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연금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2018년부터 연금의 중앙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나아가 정
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대중의 심의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검증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정년을 65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유자
산에서 연금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기금 운영과 관련한 효율성의
증대와 함께 현재의 연금조달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체계를 살펴보면 양로와 의료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
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양로와 의료 부문의 지출이 사회보장 비용의 약 74%를
차지한다(2016년도 기준). 하지만 GDP 대비 사회보장 비율은 여전히 낮기 때
문에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는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년 연장은 현시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

220 中投顧問產業與政策研究中心(2016), 2016-2020年中國養老保險行業深度調研及投資前景預測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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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이지만 출산 정책이 변화된 2015년을 기
준으로 볼 때, 가장 빠른 ‘효과’, 즉 출생아 수가 노동인구까지 편입되는 것은
적어도 15~2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전면 두 자녀’ 정
책의 ‘기대 효과’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중국 출생아 수는
1,786만 명이다. 이는 2015년(1,655만 명)에 비해 약 130만 명이 증가한 수
치지만 많은 국내 학자가 예상한 400만~1,000만 명 이상의 증가 규모는 물론
위계위(衛計委: 위생과 계회생육위원회)가 예상한 300만~500만 명의 증가 규
모와 비교해볼 때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다.
단순히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고 ‘공’도 상당히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를 볼 때, 인구 출산율의 상승은 ‘하락’과
같이 정책만으로는 크게 바꿀 수 없다. 2018년 1월 20일 중국 관영매체를 통
해 발표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출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출생아 수 규모가 63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 규모는 한국 2017년 전년 출생아 수(35만 8,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전
면 두 자녀’ 정책 출범 당시에 기대했던 ‘정책에 따른 중국 뉴베이비 붐,’ 즉 출
산 절정은 사실상 이미 지나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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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과 인구의 질
가) 현황
그림 2-42. 출산율, 사망률, 자연증가율 추이(1978~2016년)
26
출생률
22

사망률
자연증가율

18.25
18
14

12.95

12.00

10
7.09

6.25

5.86

6
2

1978

201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2-43. 가임연령층 여성 1,000명 당 출생아 수 추이(200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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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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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산율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가임기 여
성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출산 연령의 증가세 또한 함께 보여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3년부터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孩)’을 우선적으로 추진했
으며, 2015년부터는 ‘전면 두 자녀’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2016년부터는 출
산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42, 그림 2-43 참조). 2016
년에 집계된 전국 신생아 1,846만 명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합계출산
율은 1.7명으로 보고되기도 했다.221

(1) 개연성(평가 점수: 5)
오늘날 중국의 기형적인 인구 구조와 급격한 노령화의 원인 중 하나는 출산
율의 저하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결혼관 및 가정관의 변
화, 개인주의 그리고 직업의식에 대한 변화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 또한 함께 작
용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출산율 하락은 ‘계획생육’이라는 정책적인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基本國策) 중 하
나인 계획출산 정책은 1980년부터 도시 호적 인구에게는 ‘한 자녀 정책’222을,
농촌 호적 인구에게는 첫째 아이가 여아인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는
‘농촌 1.5자녀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으나, 현재에는 인구절벽과 인구 리스크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저출산 문제는 인구 구조적인 차원에서 세대 교체와 인구 규모의 지속성을
위협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 사회 부양 부담의 증가, 생산과 소비
221 中國國家統計局(2017b), 2016年國民經濟與社會發展統計公報.
222 ‘한 자녀 정책’은 결혼한 도시 부부는 오직 한 명의 아이만 갖되 시골의 부부, 소수민족 등의 경우에

는 첫째 아이가 여아라면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락한다. 단 둘째 아이의 성별과 상관없이 셋째의 출
산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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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둔화, 경제 성장의 정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내부적으로
는 가정 부양의 부담이 크게 증대하고 이는 결국 출산 욕구의 하락 그리고 가정
의 해체를 유발하는 등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2-1’의 구조로 축
소되는 가족 구성과 증대하는 경제적 부담은 결국 실질적인 부담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단지 14억 명의 인구 규모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이는
출산 후 보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지, 즉 인구소
질(素質) 문제 또한 병존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출산할 수 있는 각종 여건
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꺼리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인구 구조 리스크의 본질이 ‘출산’의 관점에서만 고려되
어야 할 것이 아닌 ‘양육’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전면 두 자녀’ 정책은 단지 출산만
강조하고 있을 뿐 양육에 대한 지원과 보장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양
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은 세대
교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될 것이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저출산 문제는 단지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의 문제가 아닌 교육 및 계층 격차
등과 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1980년 계획생육 정책에 기인하는
현재의 사회 문제와 함께 2015년 ‘전면 두 자녀’ 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성
은 중국의 저출산 리스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면 두 자녀’ 정책에 해
당하는 가정은 9,000만 세대이다. 하지만 이 중 35세 이상의 여성은 60%이며,
40세 이상의 여성은 50%를 넘는다.223 주지하다시피 출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유산, 난산, 임신 합병증의 발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신생아 또한 선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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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장애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전면 두 자녀’ 정책
과 관련하여 표본조사를 한 결과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가정의 수는 대
략 28%로 나타난바, 중국의 출산장려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출산에 대한 욕
구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녀 정책’ 기간 동안 재출산을 금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보급된 피임 시술은 출산율의 증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4년 중국
가임기 기혼여성의 피임률은 86.52%로 나타났고, 그중 여성 피임링(IUD) 삽
입과 난관 피임 수술은 각각 54.43%, 27.3%로 나타났다.224 재출산을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IUD 제거 수술이나 난관 수술을 해야 하지만, 2016년 기준
IUD 제거 수술이 필요한 여성이 약 1,800만 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IUD 권장 착용 기간을 넘은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받아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 따라 매년 수백만 명의 신생
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획출산으
로부터 파생된 문제와 더불어 의료보육 시설 및 양육 전문 인력의 부재, 출산으
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양육 과정에 대한 가정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중국은 인구소질의 문제가 일부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획출산이라는 국가의
기본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한편 낙후하거나 빈곤
한 지역에서는 서너 명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다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를 양육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을 갖춘 가정은 출산 의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223 국무원신문판공실 정기 브리핑, ｢生育政策的調整必須堅持法治精神｣,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13).
224 中國國家統計局(2016a), 中國人口與就業統計年鑒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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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면 두 자녀’ 정책이 아닌 ‘전면 세 자녀 정책’을 추진한
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
결되지 않을 것이다. 양육 여건의 조성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정책적 지원에 이
르기까지 중국의 양육 환경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분리
하여 접근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출산의 리스크는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두 자
녀’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중
국의 복잡한 사회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정책의 실시 이후 이에 해당하는 가정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
담과 시간 부족 그리고 보육 문제 등을 이유로 출산 자체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실시 이후 새롭게 나
타난 것이 아닌 사회에 항상 존재해오던 것들이다. 즉 ‘전면 두 자녀’ 정책이 지닌
문제의 본질은 이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에서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이에 접근했다는 것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가 그 특성상 복잡성을 내재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이를 체
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식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정 혼인 연령의 인하라든지 혹은 대리
모의 합법화와 같은 방안을 임시방편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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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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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지속성

3) 성비 불균형
가) 현황
그림 2-44. 중국 출생 인구 성비(1982~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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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인구학적 관점에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을 출생 성비라고 한다. 출생 성비는
여아의 수를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남아의 수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출생
성비는 102에서 107 사이에서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문화 및 지역, 기
후, 종교, 인종, 부모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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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25 198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
한 성비 불균형은 지속적인 상승세와 함께 2004년에는 121.2를 기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130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2,400만 명에서 3,40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비 불균형
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2009년 이후에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2015
년에는 113.5까지 낮아졌지만,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그림 2-45. 중국 도농 출생 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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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25 國務院(2017), “十三五”全國計劃生育事業發展規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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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중국 출산순 성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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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중국의 성비 불균형에는 남아선호사상과 남존여비라는 전통적인 문화가 깔
려 있다. 이와 함께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된 1980년대에 등장한 초음파 검사의
보급은 태아 성별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
각해졌다. 당시 정부의 강제로부터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은 유산과 낙태의 합
법화를 불러왔으며,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산과 낙태가 빈
번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남아를 선호하는 전통적 문화와 함께 1~2명의 출산
만 허용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고려한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구분하고, 남아가 아닐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82~2015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성비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셋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성비 불균형이 다소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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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점수: 3)
결혼적령기 인구 중 여성보다 남성이 약 3,000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뉘(剩女)’라고 불리는 중국의 여성과
농촌의 ‘성난(剩男)’이라고 불리는 남성 간의 괴리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도시 성뉘들이 일반적으로 주체적이며 자존감과 자애감이 강
한 반면에 농촌 성난들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 간
의 결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갈수록 증대하는 여성의 교육 정도
와 자아성취감, 그리고 경제 독립 등은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남녀 간의 결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출생 당시의 성비 불균형과는 별개로 결혼적령
기에 접어든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한 빈
곤지역에 거주하는 남성의 결혼난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계층 간 격차의 심화와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인구 균형이 더욱 악
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복잡성(평가 점수: 2)
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국의 성비 불균
형은 그만큼의 복잡성을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
하여 정부는 2016년 5월 ｢비의학적 수요의 태아 성별 감별과 선택적 임신 중
지 금지에 관한 규정(禁止非醫學需要的胎兒性別鑒定和選擇性別人工終止妊娠的
規定)｣을 제정함으로써 초음파와 같은 의료 수단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사전에
감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회 내에서 통
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도, ‘전면 두 자녀’ 정책으로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
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가정 내에서는 출산 제한의 완화
에 따라 아들을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지 않은 가정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는 가정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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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4) 지속성(평가 점수: 2)
경제 발전의 속도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남아선호사상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깊게 내재되어 있다. 이에 전통적 관념을 내
포하는 문화적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은 한편으로 일종의 상
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 발전이 낙후한 지역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지 않은 편
이며, 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의 중국 사회를 고
려해볼 때,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하고 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과 이로부터의 교육 수준 및 성 평등에 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된다면
성비 불균형에 관한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긍정적인 효
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도농 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현재
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비 불균형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남아선호사상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의
발전과 함께 불평등의 개선, 법치 사회의 실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지난 7년 동안 중국의 출생아 수의 성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
여왔으며, 향후 인구 발전 추세를 고려해보더라도 성비 불균형은 향후 지속적
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구 발전 규획(2016~30)에 따르면 2020
년 출생아 수의 성비는 112로, 2030년에는 10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재 결혼을 하지 못한 다수의 성인 남성과 함께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
한 ‘Z세대(Generation Z)’가 결혼적령기에 진입한다면, 중국의 성비 불균형
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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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대응수준

위험성

지속성

복잡성

4) 노동시장의 위기
가) 현황
산업 구조의 전환과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인구 유동성의 증가226로부터 노
동 시장의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은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학 졸업생 795만 명, 기술·전문학교 졸업생 500만 명 정도가 노동 시장에 새
롭게 진입할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재취업자 또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26 國家衛生計生委(2017), 中國流動人口發展報告2016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중국 유동인구

는 2억 4,500만 명을 초과했고 총인구의 1/6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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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4)
그림 2-47.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 추이(1952~2016년)
(단위: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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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2017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
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는 노동가능인구 규모의 변화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의 성격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중국의 노
동 시장에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병존하는 모순적인 구조적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즉 생산 방식과 산업 구조의 전환으로부터 블루칼라 노동자의 신규 취업 혹
은 재취업 기회는 사라지고 있는 반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공급은 시장이 요
구하는 만큼 배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모순적인 현상은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 성격의 변화’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2-48]과 [그림 2-49]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노동인구의
전반적인 낮은 교육 수준과 직업훈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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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중국 취업자 연령층별 학력 분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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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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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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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17.3
28.5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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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58.7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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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d), 中國勞動統計年鑒2016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2-49. 중국 취업자 학력 분포
(단위: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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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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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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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직업학교

12.5

전문대
4년제대학
43.3

대학원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d), 中國勞動統計年鑒2016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위험성(평가 점수: 5)
중국은 현재 노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정년 연장의 추진으로 인해 노동인구
의 사회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나아가 직업
안정과 취업의 연속성에 대한 구직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
경하에서 취업 문제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현재

32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해마다 1,200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취업 시장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산업 구
조 전환에 따른 실직자 또한 취업 시장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노동
의 공급에 따른 수요를 혹은 수요에 따른 공급을 적실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의 산업 구조의 전환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
로부터 불안전한 사회 관리의 비용 또한 함께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안전한 사회복지체계와 미흡한 공공서비스를 마주하고 있는 중국은
실업과 취업난으로부터 더 큰 리스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현재 약 8억 명의 취업인구 중 기술노동자는 20% 미만이다. 이 중에서 고급
기술노동자는 4,700만 명으로 전체 6%에 불과하다.227 인재 부족에서 비롯되
는 문제는 이미 중국의 산업 전환 및 첨단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인구 규모와 노동의 질에 대한 개선은 교육 및 직업기술훈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성과에 천착할 것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보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은 생산 방식의 향상과 산업 발전의 수준과 같은 사회의
경제력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노동력의 공급 및
수요 간의 균형을 요구하는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은 매우 복잡한 양상
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7 ｢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2017年第四季度新聞發布會｣,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4. 9).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327

(4) 지속성(평가 점수: 4)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갈등은 중국의 인구 구조와 교육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
에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빠른 수준의
경제 발전은 지역 격차의 심화와 자원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는바, 이에 따
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갈등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취업난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쌍촹(雙創: 창업과 혁신) 또한 이의 일환으
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감면 혜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추진하고 있
다. 하지만 현재의 창업 성공률은 1% 미만이며, ‘창업이 쉬운 만큼 망하기도 쉽
다’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창업에 도전했
던 창업자 대부분이 구직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에 따라 ‘雙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동 시장
의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8년 연초에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는 ‘기술노동자 대우 개선에 관한 의견(關於提高技術工人待遇的意見)’을 통과시
켰다. 유연급여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기술노동자의 경
제적 대우를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기술 양성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 기업 및 사회 실천의 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험 등 기술능력 평
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우 개선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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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마. 격차와 불평등
사회 불평등은 개인이나 가정의 소득, 사회 지위, 자원 분배 등 다양한 차원
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불평등과 격차의 형성은 제도, 경제, 역사, 문화, 종
교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회계층의 기본적인 틀이 형
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이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불평
등과 격차는 모든 사회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바, 단지 중국만의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계층이 사회문제로 대두하
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의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과 격차는 호적제도가 그 기저에 깊이 자
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적제도는 중국 특색의
도농이원 구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신분적 그리고 지역 격차
의 형성과 확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계층 간 수직
이동이 어려운, 즉 계층 유동성의 약화를 불러온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호적제도는 사회 자원의 결핍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중앙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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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볼 때, 호적제도의 도입은 사회 관리의 안
정성을 추구하고 체계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오늘날의 호적제도는 격차의 확대와 사회계층 구조의 양극화
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호적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중은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라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과 함께 태어나게 된다.228 문제는 어느 호
적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교육과 취업 그리고 의료, 양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 호적 인구는 약 9억 명, 도시 호
적 인구는 약 4억 5,000만 명 그리고 농민공 호적인구는 약 2억 8,0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호적 인구와 함께 이에 따르는
차별은 세대를 걸쳐 누적되고 있으며, 계층 간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현재의 사회 발전 단계를 고려해볼 때, 호적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하다. 이는
인구 이동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호적제도에 기초하여 인구 이동의
통제와 조절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1선 도시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호적제도 개혁의 본질은 인구 유동의 완화
보다는 중국의 도시화 전략 내에서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질서 정연한 인
구 이동과 고른 인구 분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에서 수정된 ‘신시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평등과 소득 분배의 공정을 추구한다는 사
회주의의 목표와 동일한 맥락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적제도
에서 비롯되는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중앙의 모습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
가 사회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8 李培林, 李強, 馬榮(2008), 社會學與中國社會,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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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격차
가) 현황
그림 2-50. 중국 소득지니계수(1981~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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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개혁개방으로부터 중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현재 세계 주요 국
가(G2)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득지니계수는
1980년대 초반 0.2대에서 2016년 0.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한편,229
2014 중국민생발전보고(베이징대학교 중국사회과학조사센터)에서 조사한
2014년 중국 재부지니계수는 0.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1% 가정이 전국
재부의 1/3을 보유하고 하위 25% 가정이 전국 재부의 1% 미만을 보유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부터 관련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229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국가통계국은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사

회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표에 따르면, 2005년 중국 소득지니계수는 0.5를 초과했고(중국사회
과학원, 이강), 2012년에 0.61에 달했다(중국서남재경대학, 2013).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국가통계
국은 2013년 1월에 지난 10년 간의 소득지니계수를 공개했다. 최고치는 2008년의 0.491로 다른
연구 결과와 크게 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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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규모 또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2의 지위와
함께 나타나는 양극화의 심화는 오늘날 중국의 ‘국부민궁(國富民窮: 국가부유,
국민빈곤)’의 형세를 만들었고, 그 결과 GDP, 평균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와 대
중이 체감하는 체감지표 간의 괴리의 심화를 만들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5)
대다수의 국민 소득과 재부는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차이
또한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빈곤의 대물림과 상대
적 박탈감의 증가, 나아가 사회 소비의 위축과 함께 생산 원동력의 저하를 불러
옴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에 상당 수준의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
다. 특히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나 최상위계층의 부
정부패는 관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빈번한 시위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중
앙은 갈등의 심화를 축소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 수준
의 관리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근에 나타난 대중의 부패에 대한

그림 2-51. 가처분소득 5등분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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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2017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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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가처분소득

격렬한 반대와 반부패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2. 경지 지역별 및 농촌·도시별 가처분소득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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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2017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3) 복잡성(평가 점수: 4)
일반적으로 소득 격차는 직업과 교육 수준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산업 구조
와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의 변
화는 지리, 기후, 천연자원 등 객관적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역사
적 환경에 따라 산업 구조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는 국가의 산업경제 정책의 수립은 물론 노동인구의 이동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개방 이후 갈수록 증대하는 중국의 시장 개방 정도
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소득 격차 축소의 과정에서 단지 중앙의
정책 설계만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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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성(평가 점수: 5)
오늘날 소득 격차의 변화는 객관적 환경 요소와 국가의 정책 설계 그리고 국
내의 발전 수요와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 설계라는 능동적인 차
원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약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의지만으로 소득격차
의 축소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2)
현재 중국 정부가 규정한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볼 때, 농촌의 빈곤인구는 약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에게는 기본생활 보장이 최우선적인 목표이다.
해마다 중국 정부는 1,000만 명 이상의 빈곤인구에 대해 ‘탈빈곤’의 목표를 수
립하고 2020년까지 절대 빈곤의 완전 탈출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 탈빈곤을 실
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빈곤 문제는 상대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기
준에 따라 변동 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선’ 자체는 큰 의미를 부
여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볼 때, ‘탈빈곤’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크게 나오고 있으며, 농촌 빈곤 문제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농
촌진흥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사
업의 추진에서 전자상거래의 농촌시장 대거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농촌 경제 발
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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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복잡성

지속성

2) 도농 격차
가) 현황
그림 5-53. 중국 도시화 추이(도시 상주인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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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일반적으로 도시인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그리고 농촌인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의 도농 인구 구분은 중국 고유의 제도
적 특성에 기인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도시 상주인구230는 57.4%였으나,
호적인구는 40%에 불과했다. 이것은 중국 도시 상주인구 중 상당수는 농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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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갖고 있는 인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4. 중국 도시와 농촌 인구 소득 및 소비 추이(2002~16년)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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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5-55. 중국 도시와 농촌 인구 소비 추이(1978~2016년)
(단위: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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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각 연도), 中國統計年鑒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30 중국통계국에 따르면, 상주인구는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지칭하고 국가에 의해 거주 자

체만을 실질적으로 인정받는다. (國家統計局新聞辦公室、國家統計局資料中心(2014), 您身邊的統
計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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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단지 생산방식과 행정지역과 같은 지리적 차원에
서의 차별뿐만이 아니다. 호적제도에 따라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로 나뉘는 호적
별 차별이 있고,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까지 형성되기도
한다.231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 평균소득과 평균소비 규모
의 증가폭은 도시인구가 농촌인구에 비해 월등하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볼 때
현재 중국이 겪는 도농 간의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건국 초기에 인구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
부터 시작된 공업화와 함께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교통,
주택, 공공서비스 등 자원의 심각한 공급 부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50년
대 중반부터 전국에서 엄격한 호적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인구는 호적에
따라 도시인구와 농촌인구로 분류되었으며, 식량과 같은 기본 생활 유지에 필
요한 자원 또한 호적에 따라 엄격하게 분배했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농전비(農
轉非: 농업 호적에서 도시 호적으로의 전환)’는 상당히 어려웠다. 호적은 제도
의 특성상 세대에 걸쳐 계승된다. 부모가 농촌 호적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농
촌 호적을 갖게 된다. 교육 및 직업에 따라 호적 변동이 가능하지만, 도농 호적
전환율은 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농촌 호적 인구가 도시 호적을 갖는 것
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이후, 사회 발전의 수요와 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인구의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이동은 매우 용이해졌다. 그리고 중앙정부 또한 호적 간 차별의 간
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깊이 내
재해 있는 호적제도로 인해 신분적 차원에서의 평등의 실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호적제도라는 장벽으로 인

231 李培林, 李強, 馬榮(2008), 社會學與中國社會,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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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호적제도의 배경하에 중국의 도농이원 구조는 ‘도농지역’과 ‘도농인구’라는
두 가지 함의를 동시에 내포한다. 지역과 인구 간 차별의 간극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도 함께 형성
되고, 이에 따라 집단 간 이질성 또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농민공 집단
이 사회현상화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도농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균형적인 사회경제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며, 집단 간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 및 사회 안정의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도농 간 격차 문제는 중국의 도시화 발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 농
촌인구의 빈곤 탈출에 직접적이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014년 7월
중앙정부는 “도농인구의 유동과 이전 그리고 정착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민생과 공공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명시함
으로써 호적제도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개혁 대상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는 제외했으며, 역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방침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정부는 외래 인구의 자녀 취학이나 진학
에 대한 제반 규정을 호적과 관련지어 인구 이동과 지역 분포의 효율성과 합리
성을 강조함으로써 도농 간 인구 이동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호적제도 도입 이후 도농이원 구조에 따른 도농 간 격차는 지난 70년간 지속
및 누적되어왔다. 호적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격차 해소 방안은 도농 간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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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질서 정연한 도시화와 합리적인 인구 이동을 추
진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일 뿐이다. 더불어 현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단지 도
농 격차를 축소해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농 간 격차
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대응수준 (평가 점수: 3)
도농 간 격차는 대규모의 농촌 빈곤인구 문제를 수반한다. 2017년 연말 기
준으로 중국 빈곤인구 규모는 3,046만 명에 달했다.232 최근에 중앙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의 탈빈곤과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
다. 하지만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빈곤과 샤오캉의 개념이 소득
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표방하는 탈빈곤이 절대빈곤의 소멸을 의미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인식할지가 또 다른 새로운 과
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구호’보다 ‘실속형’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촌 낙후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농촌토지
사용권을 30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농
촌주택기지(宅基地)의 사용 관리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농촌 창업과 농
촌 관광업의 발전 등 농촌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했다. 농촌 교통과 환경위
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개혁(廁所革命)’ 등 실천성을 강조하는 조치를 시
행해 많이 발전해나가고 있다. 2019년까지 20만km의 농촌 도로를 정비하고
2020년까지 모든 행정촌(村)에 버스를 개통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 시행
시기를 발표하기도 했다.

232 중국통계국 전국주택조사, http://www.stats.gov.cn/ztjc/zdtjgz/yblh/dczsc/201710/t2017

1010_1540827.html(검색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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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3) 지역 격차
가) 현황
중국의 지역 간 격차는 기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동부지역(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산둥성, 광둥성, 하이난성), 중부지역(산시(山西)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서부지역(네이멍구 자치구, 광시좡족 자치구, 충칭
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시짱 자치구, 산시(陝西)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후이족 자치구,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동북지역(랴오닝성, 지린성, 헤이
룽장성)으로 구분되어 비교된다.
[그림 2-5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중국 32개 성 GDP 및 1인당
GDP는 동부 연해성(시)의 경제 발전 수준과 중서부 내륙의 성(시)의 경제 발전
수준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록 2000년대부터 지역 간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동북진흥(東北振興)’, ‘중부궐기(中部
蹶起)’ 등 맞춤형 지역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정책효과
는 기대만큼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격차의 축소보다는 동북지역에서
‘신동북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동북진흥’ 전략이 적실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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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233 2016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보자면 동북지역
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추이를 보자면, 동북지역의 절대적인 우위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림 2-56. 중국 각 성 GDP 및 1인당 GDP(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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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2017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2-57. 경제지역별 1인당 가처분소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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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7a), 中國統計年鑒2017의 수치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33 林毅夫, 安桂武(2017), 吉林省經濟結構轉型研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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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의 지역 간 격차는 지리적·역사적 요소에 일부 기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보다는 정책적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개혁개방
정책을 보자면, 동부 연해지역은 수출입에 대한 비교우위로부터 우선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룩하겠다는 정책
에 따라 고속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발전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포
함하여, 도시화 발전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전과 호적제도의 완화에 의한 인구의 유동성 또한 크게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나아가 노동력 분포의 변화는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지
역 발전 수준의 격차 또한 불러온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지역 발전은 중앙정부에 의한 거시적인 정책 관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입 정도에 따라 발전은 각기 다른 추이를 보인다. 일종
의 역사성을 갖는 호적제도는 노동인구의 유동성 차원에서 보든, 도시화의 계
획이라는 차원에서 보든 간에 여전히 제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특히
국유의 속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토지는 도시 계획의 규모, 속도 등에서 중
앙의 계획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부동산 개발, 산업 건설 등은 중앙의 계
획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 별 인구 분포의 균형화 또한
지역 간 발전 여부와 그 가능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지역 간
격차는 다양한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등 상당 수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중심도시에서 비롯하여 주변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부동산 개발, 상업 분포의 변화, 인구 이동과 함께 위성도시를 형성하는 등 도
시군을 형성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도시화 전략은 그 순서가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경제가 낙후하고 인구 유출이 심한 중서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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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 계획은 대량적으로 수립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계획의 의도는 공
업 및 산업 단지를 대량으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 유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도
시는 중심도시와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교통 그리
고 시장 등이 미흡한바, 대부분의 투자 유치는 실패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발전전략은 낙관적이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의 악화 또한 불러오게 된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장기간 이어져온 지역 격차의 확대로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실제적인 지역균
형화 발전 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국유와 호적제도에 기인하는 정
부의 과도한 개입 전략으로 인해 지역균형화 발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발전 전략과 연계된 새로운 문제점이 복잡다
단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저개발지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가능
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동북 현상’으로 불리는 동북지역의 현재
를 보자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발전 전략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
부 관리, 사회문화, 인구 발전, 도시화 등에까지 복합적인 위험을 보이고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지역 격차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에 따른 제약도 일부 작용하지만, 중국
의 지역 불균형은 이보다는 제도적·정책적 요인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적정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좋은 해
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개입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에 있다. 20
년 전부터 시작된 다양한 정부 개입 정책을 볼 때, 현재까지도 중국은 지역 격
차를 축소하기 위한 적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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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 또한 조절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다양한 지방 발전 전략을 수립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대일로’와 같은 거대한 국가 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는 단지 의도와 목적의 명확성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정부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발전 규칙과 전 세계
의 발전 경험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기반으로 이
를 분석 및 보완함으로써 발전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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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격차
가) 현황
교육은 계층 간 이동과 사회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중국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 불평등은 갈수
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교육 격차의 확대는 교육자원의 불균형적인 분배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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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 ‘교육이 운명을 바꾼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의무교육 중퇴율과 함께 미성년 노동 비율,234 그리고 가정의 경제력
에 따른 명문대 진학 비율과 유학 비율 등이 중국의 교육 불평등이 어느 수준인
지를 보여준다.

(1) 개연성(평가 점수: 4)
인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인 대학 보급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은 단기간에 상
당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에 따른 긍정적인 결
과로 볼 수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학력지상주의의 형성과 보급률 대비 교육의
질 수준은 중국 교육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지상주의에 따라 높은
점수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경쟁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가정의 경제력, 부모의 직업과 호적, 학력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
으며, 나아가 사교육의 범람과 함께 교육 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
한적인 교육 자원에 따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족
한 교육 환경 내에서 다소 질이 낮은 교육을 받게 되는바, 교육 혜택에 대한 차
별은 세대를 걸쳐 확대 및 경직될 수밖에 없다.

(2) 위험성(평가 점수: 4)
교육의 양극화는 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나아
가 교육의 양극화는 소득,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격차의 축소와 불평등의 개선을 추구하는 공산당에게 일
종의 정부 공신력과 연관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의 정상화부터
의무교육의 확보, 고등교육 질의 향상, 주입식 교육과 전인교육의 선택 등 교육

234 2016년 중국 ‘상숙동공(常熟童工)’과 같은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常熟童工被查, 童工的

童呢?｣(2016. 11. 23), 온라인 방송(검색일: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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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정부의 능력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투
입되는 연간 비용은 4조 위안,235 전체 GDP의 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
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
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육 관련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성
에 대한 의문을 심화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빈곤지역에서 만
연한 ‘학습무용론(學習無用論)’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교육 불평등을 악화하
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 발전과 사회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계층 간 이동에서 교육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는 하나 교육은 여전
히 공평하며 공정한 계층 이동 경로이다. 그러나 사회 내 각 분야의 격차가 확
대되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격차를 더욱 확대 및 심
화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볼 때, 교육 문제는 우선순위에
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의 전환과 지식 경제시대의 도래
로 인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 그리고 구직난과 구인난 간의 이중적인 모
순으로 인해 교육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회 및 시장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재 양성은 결국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계층의 분화를 약화하고, 격차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4) 지속성(평가 점수: 5)
교육 격차를 축소하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은 특정 교육 단계의 부분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볼 때, 교육
의 실제적인 발전은 세대를 거쳐서 이뤄질 수 있으며, 그 효과도 차츰 나타날

235 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2018), 2017年全國敎育經費統計快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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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즉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인 만큼 눈앞의 이익만을 좇을 수
없고 단기간에 그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각 교육 단
계의 개선 방안을 볼 때, 현재 중국의 교육개혁은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교육의 공평 및 공정성의 실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3)
중국 정부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와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축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빈곤탈출(Education
Poverty Allevi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236 교육 환경과 농촌 교사의
대우, 직업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나
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취학 전부터 대학원까지 후원하고 있으며,
명문대학의 경우에는 농촌 출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농촌출신 학
생들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를 탐색 및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복잡성

236 敎育部(2016), 教育脫貧攻堅“十三五”規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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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안전
안전이라고 하면 흔히 전쟁, 재해, 질병과 같은 정치적·환경적 위험이나 물
건분실, 인명사고 등과 같은 명확한 위험이 먼저 떠오른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
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이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거나 혹은 즉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그 특성상 안
전과 관련한 문제는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며, 무분별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
에 스며들기도 한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지닌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은 전통
적인 안전 개념과는 다소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현대 사회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의 위험성은 그 파급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서 대두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식약품 안전, 온라인 정
보 안전, 금융사기와 같은 불법 대출에 의한 피해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식
약품 안전 문제는 이미 당대회나 중앙의 중요한 회의에서 매번 제기되는 문제
로, 대중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식
약품 안전사고를 봤을 때, 관련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수량과 규모 및 위험 정
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은 중국 국
내산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조만간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온라인 정보 안전과 관련한 문
제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안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기술 자체의
위험보다는 발전된 기술을 악용하면서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을 의미
하는 것으로, 주로 익명성에 기초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
제이다. 대표적으로 악성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사기, 도박 및
음란 사이트 확산 등의 문제가 있으며, 그 원인은 사이버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
할 사이버 공간의 규범화가 적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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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볼 때, 중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융 대출 시장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금융 안전 등의 문
제도 현재 중국에서 매우 큰 위험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상의 안전 문
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은 단지 도구로 이용
될 뿐이며, 그 본질은 중국 사회 전반의 신용의 부재(不在)에 기인하는바, 금융
또한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기에
의한 불법 대출 등의 문제는 그 특성상 전통적인 금융사기와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전통적인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다면, 금융사기에 의한 불법 대출 피해자들은 사전에 그 위험성을 알면서
도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위험에 빠져드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면 도덕과 윤리의 상실로 귀결될 수밖
에 없고, 나아가 사회 내의 전반적인 신뢰의 부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서 금융 안전에서 비롯되는 문제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식약안전
가) 현황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식약안전은 ‘중국 내 가장 주목을 받는 10대 이슈’
에서 6년 연속 확고부동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237 2000년 이후 식약안전 사
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이 식약안전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수준을
반복적으로 낮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의 멜라민 분유 사건은 중국 유제
품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후유증에
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16
년 산동백신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2017년 8월에는 중국의 가장 유

237 中共中央 《求是》 雜志社(2012~2017)의 ｢中國綜合小康指數｣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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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훠궈 식당의 주방위생 논란을 통해 중국 외식업의 현실을 다시 보여주었
다. 이 외에도 그동안 가짜 계란, 수단홍(sudan red), 독생강, 폐식용유, 공업
용 소금과 같은 ‘유명’ 사건이 끊임없이 폭로되고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반복적인 식약안전 사건은 대중의 신뢰를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국 식품에 ‘불
량’, ‘불위생’ 등의 낙인을 남겼다.

(1) 개연성(평가 점수: 3)
｢중국식품안전보고(2016)｣에 따르면 2006~15년까지 전국 범위에서 발생
한 식품안전 사건은 24만 5,862건으로 1일에 평균 62.3건이라고 보고된
다.238 그중에서 대기업, 유명 브랜드, 백년노포(百年老字號), 이른바 국가 품질
인정을 받고 대중에게 높은 인지도를 갖는 업체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대중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믿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편 2017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이하 ‘식약감’)이 발표한
전국식품·약품과학보급실태조사(2017)(2017全國食品藥品科普狀況調查)에
따르면 중국 대중은 식약안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인
지식이 매우 미흡하고,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 정보를 쉽게 믿는다. 게다가 정
부 정보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발생한 식약안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대응
결과, 추적 보도 등도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방송 매체에서 식약안
전, 의학건강을 종일 강의하는 소위 ‘전문가’, ‘권위자’, ‘학자’조차 신분위조,
허위사기 사진에 등장해 대중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239

238 尹世久 外(2016), 中國食品安全發展報告2016, p. 228.
239 ｢多部委調查“假神醫”事件 40條違規廣告被要求停播｣(2017), 온라인 방송(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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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성(평가 점수: 4)
이러한 배경에서 대중이 이른바 ‘정확한’, ‘과학적’ 지식·정보를 획득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전반적 교육수준이 낮은 중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식약안전 문제의 빈발은 대중이 식품과 약품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그리고 신뢰의 상실은 누적성, 연속성의 특징 이외에 타 분야까지 연루하여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약안전 사고의 빈발은 정부의 리더십,
법과 행정조치의 집행력, 사회 거버넌스의 능력까지 직접 연관됨으로써 정부국
가의 신뢰도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즉 오늘날 대중의 식약안전에 대한 우려는
이미 그 자체 분야에서 벗어나 감독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안전 문제가 신뢰 위기로 확산된다면 상황의 개선
과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한편 중국의 식약안전 문제를 분석하는 시각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대중의 식약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주로 매체·온라인에서의 루머 유
포, 전문지식의 결핍, 정보의 변별력과 판단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이어서 과학 지식·정보의 보급, 전문성 있는 커뮤니티의 구축을 대안
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것도 중국 식약안전 문제 중의 일부분이지만, 그 중요성
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식품과 약품의 안전 여부는
애초부터 대중의 변별력과 지식수준에 맡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民以
食爲天(민이식위천)’이라는 말에서도 보듯이 식량은 백성 생존의 근본이고 사
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식약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 자율성과
정부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은 바른 길이지만, 국민 판단력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2016년 중국 식약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식품안전 사건의 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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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위적 사고이고, 2/3는 생산가공 단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식약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기업)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
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중은 ‘식품안전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이
‘정부 감독관리’에 있고,241 ‘식품안전의 핵심 문제’는 ‘정부 감독관리 부족’이
라고 답했다.242 즉 식약안전의 귀책에 정부는 생산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반
면 대중은 생산자의 도덕의식이나 책임감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관리
감독에 더 의지하는 것이다. 또한 식약안전에 대한 대중의 ‘지나친 관대함’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2017년 8월 훠궈 식당의 주방위생 논란에서 식당 위
생 개선보다 ‘사과 태도’가 소비자의 용서를 구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본말전도(本末倒置), 사본축말(舍本逐末)의 현상도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
여준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식약안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2013년 3월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局)과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國務院食品安全委
員會辦公室)이 통합되어 식약감이 신설되었다. 국무원에 직속되어 독립적인 직
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식약
안전 문제는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고, 문제 해결에서도 위생안전 환경
의 개선과 사회 신뢰 시스템의 회복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도 시간
이 걸릴 것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식약감의 설립은 정부가 식약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여주

240 「中國食品安全發展報告2016」, pp. 170~171.
241 ｢聚焦食品安全｣,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242 ｢你在購買食品時, 會不會潛意識裏考慮它的安全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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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는 하나 갈 길이 여전히 멀다. 2015년부터 식약감이 추진하고 있는
‘명추량조(明廚亮灶)’243를 예로 들면, 추진한 지 2년 지났음에도 대중 인지도
는 1/3 미만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주방 투명화가 실현되면 식품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반수의 대중 응답자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국 요식업 수익 규모는 3조 5,779억 위안
에 달해 동기대비 10.8%가 증가했다.244 경제 성장 뉴노멀 배경에서 요식업의
빠른 성장은 미래 중국 경제의 풍향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외식 소비의 일상화
와 대중화는 식품안전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나)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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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안전
가) 현황
2017년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가입자가 7억 5,100만 명에 달해 2017년 상
반기 6개월 동안 1,992만 명이 증가했다.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는 7억 2,400

243 명추량조는 식약감이 2014년에 주도한 주방 투명화 프로젝트로, 요식업 식당 주방의 개조를 통해

모든 고객에게 식품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대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244 中國料食業發展報告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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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을 초과해 2017년 상반기에 2,830만 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는 20~30대
젊은 층(52.7%), 학력별로는 중졸·고졸(63.4%), 직업별로는 학생·자유직업·
개인사업(4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보급률의 상승에 따라 관
련 산업 구조는 물론 일반인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특히 금용, 외출, 교육, 오
락 등의 분야에 깊이 스며들어 대중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년 광군절
(11·11) 거래 규모의 변화, 지갑을 대체한 위챗페이(WechatPay)의 보급, 공
용경제의 확산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개연성(평가 점수: 5)
중국 왕홍경제(網紅經濟),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등의 급속 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사이버 자율성과 규범화는 매우 뒤처져 있다. 사이버 해킹, 개
인정보 유출, 악성 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등의 문제점은 온라인 산업이 확대한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인신 피해도 급격히 늘
어나고 있다. 정보 도용, 원거리 컨트롤, 악성 바이러스 전파, 온라인 사기 등의
온라인 범죄가 가장 많이 보고된다. 사이버 안전은 이미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관리 측의 차원에서 법률·규범의 부재, 관리감독의 부족 등의 이유 외에 사
이버 안전을 통달하는 인재 결핍도 중요한 원인이고, 사용자의 차원에서 검색,
SNS, 뉴스 등의 이용 패턴도 사이버 안전 문제가 확산하는 온상이 된다. 온라
인 뉴스 열람을 예로 보면, 대부분 사이트 ‘추천’이나 ‘톱’ 뉴스의 제목에만 주
목하고 내용을 잘 읽지 않는 편이며, SNS에 의해 전파와 토론에 적극적이지만
내용 진위에는 별관심이 없다고 조사된다. 이에 따른 온라인 떡밥과 가짜 뉴스
의 범란은 물론 온라인 뉴스의 질과 신뢰도를 다시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와 같은 무질서한 사이버 공간 자체도 일종의 사회 리스크이지만 어떻게
관리래야 하는가도 과제이다. 법률·규범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관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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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은 의심할 여지없이 옳은 방향이지만 문제는 정
부가 어느 부분,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다. 일단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국내 사무’로 보기 어렵고, 중국 정부의 강한 정치적 ‘완력(腕
力)’은 사실상 이런 문제 앞에서 꼭 장점이 아닐 수 있다. 더구나 사이버 공간은
흔히 ‘자유의 상징’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관리·규제에 있어서 가할 수 있는 힘
이 얼마나 큰지보다 힘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이 더욱 효과적이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최근 중국 국내에서 일련의 온라인 관리 규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사이버 공간의 질서화, 규범화, 그리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의 개선에 큰
의미를 둔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상당한 내용이 불분명하다. 일반 대중의 사이
버 언행에 직접 연관한 것이라면 내용상의 모호함은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색지대로 이용하는 리스크도 크게 증가한다. 또한
일부 내용은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질의가 있으며 ‘지나친 통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뉴스관리규정’을 예로 들면 사이트·응용 프로그램·자유 게시판·블
로그·미니 블로그·공식 계정·실시간 방송 등 모든 SNS 공간에서 정치·경제·
군사·외교 등 사회공공사무(社會公共事務)에 대한 보도·논평과 사회돌발 사건
에 관한 보도를 제공·전파 시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그러
나 허가 대상 중에는 처음부터 절대 다수의 일반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사이
버 공간에서 ‘민감한 테마’에 대한 논의에 실제로 대중을 제외한 것이다. 그러
나 사이버 공간에서 ‘함부로 말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아예 말하지 말라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는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복잡성(평가 점수: 4)
말 그대로 중국의 사이버 안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다스리고 정
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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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적으로 정보산업 발전의 비가역성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자유도에
모두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안전보장과 ‘자유’ 규제 간 균
형을 어떻게 바로잡는지가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과제이다. 과한 힘을
가한 경우에 조장발묘(助長拔苗), 과유불급(過猶不及)의 역효과를 유발하고 사
회 불안정 요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지속성(평가 점수: 3)
사이버 환경의 개선은 온라인 질서의 규범화와 네티즌의 자율성을 동시에
의미하는데, 온라인 질서이든 네티즌의 자유성이든 모두 초기 발전 단계에 머
물러 있어 단시일 내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과 규
정의 수립과 세분화는 사이버 거버넌스의 첫걸음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이
버 안전 문제의 장기화를 결정하는데 제도적 환경의 개선과 온라인 이용자 자
율성의 제고는 전반적 온라인 산업의 발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
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이버 안전 문제와 정부 규제·관리 간의 충돌과 갈등
이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4)
2017년 6월부터 실행한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은 해외로부터 많은 비
난을 받았고, 같은 날에 시행한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互聯網新聞
信息服務管理規定)｣(이하 ‘뉴스관리규정’)도 역시 적지 않은 질의를 초래했다.
하지만 일련의 신규정은 중국 인터넷 언론의 규범화와 자유, 책임, 윤리 간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의도와 의미가 분명하다. 향후 세부적인 규정의 보완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
이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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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금융안전
가) 현황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인터넷 금융의 발전은 온라인 대출의 사회적 수요를 상
당 수준으로 향상했다. 온라인 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
대출을 의미한다. 기존의 대출이 사업, 주택, 자동차 등을 소유하기 위한 고액
의 대출을 의미했다면, 온라인 대출은 20만 위안 미만의 소모품, 옷, 임대료,
전자제품 등 일상소비를 위한 소액의 대출을 의미한다. 특히 2007년 이후부터
급성장한 P2P(Peer to Peer) 형태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중국 금융 시장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온라인 소액 대출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357

(1) 개연성(평가 점수: 5)
그림 2-58. 중국 P2P 온라인 대출 발전 단계
2007

2013

2014

2016~현재

■

본격적 시작

■

관리규제 근거 부재

■

유관 규정 출범

■

관리 시스템 체계화

■

국내 최초 P2P
플랫폼 회사 설립

■

업계 혼란

■

관리·책임 명확

■

업계 규범화 발전

■

문제 집중 발생 시작

자료: 國務院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007년 이후 급성장한 P2P 대출은 도입 초기, 내부 관리 문제 및 관리감독
의 부재 등으로 부터 상당한 문제를 겪었으며, 2013년부터는 각종 사기 및 불
법 사건과 연루되면서 업계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규정
이 2014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캠퍼스 대출’, ‘현금 대출’ 등 온라인
대출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15
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부는 21개(표 2-11 참조)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했고, 온라인 대출시장의 규범화를 위한 일종의 체계적인 준거를 제공했
다. 이에 규정에 따른 효과의 발생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온라인 대출의 규범화를 위한 환경 구축은 차츰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범화를 위한 환경 구축과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대출 시장의 구
축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출 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
자뿐만 아니라 빚을 지는 채무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온라인 사기와 불법
대출 사건 등에 연루된 채무자는 피해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뤄다이(裸條借貸, 나체각서 대출)’ 사건을 보자면, 채무자인 여대생은 ‘뤄다이’
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본인의 선택으로 대출을 한다. 따라서 단지 온라인 대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여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본
적인 차원에서 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 연계의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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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위험성(평가 점수: 3)
중국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경제력은 취약한 반면 소비에 대한 욕구는 강
하다. 과반수의 중국 대학생들은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대
출과 달리 ‘캠퍼스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출은 절차가 간단하고 조건 또한 까
다롭지 않은 바,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
지만 그 이면의 높은 금리로 인해 대학생들은 상환일자에 맞춰 다른 곳으로부
터 대출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자
살 등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 복잡성(평가 점수: 3)
대학생들이 대출을 하는 이유는 생계형 대출보다는 대부분 여가 및 문화, 취
미생활, 여행 등을 위해 대출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출생
환경 및 대학생활의 면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자녀 정책’이라는 배경 하에
태어난 90후 세대들은 부모와 떨어져 4년간을 타지에서 캠퍼스 생활을 한다.
중국 사회가 관계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학 캠퍼
스 또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사회이다. 이에 대학생들은 동기생 및 선후
배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자 하며, 이들에 대한 의존율 또한 높
은 편이다. 이들과의 관계에 따라 대학생활 4년, 나아가서는 사회 진출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생활 패턴은 결국 돈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부분 또한 결코 간
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 359

한편으로 중국은 현재 소비형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금융 시장의 활성화는 소비 시장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80후와
90후는 소비시장의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등장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근검절약, 이성적 소비,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구호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고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11. 중국 사이버 안전 및 온라인 대출 관련 주요 규정
일시

규제 방안

2014.04

개인 사업으로서의 온라인 대출은 캐시 풀링(Cash Pooling) 설치 불가, 불법모금 불
가, 자기담보 불가, 플랫폼 역할 명확(은행감독관리위원회)

2015.07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關於促進互聯網金融健康發展的指導
意見)

2015.08 P2P 온라인 대출 플랫폼 책임 규명, 대출 이자 최고 기준 규정
2016.04

｢P2P 온라인 대출 리스크 전문 관리사업 실시 방안(P2P網絡借貸風險專項整治工作
實施方案)

2016.04

｢캠퍼스 내 불량 온라인 대출 방지 및 교육지도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校園
不良網絡借貸風險防範和敎育引導工作的通知)｣

2016.08

｢온라인 대출 정보중개업체 업무활동 관리에 관한 잠정 방법(網絡借貸信息中介機構
業務活動管理潛行方法)｣

2016.09

｢캠퍼스 온라인 대출 방지 집중교육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校園網貸風險防
範在集中專項敎育工作的通知)｣

2016.10 ｢인터넷 금용 리스크 전문 관리사업 실시방안(互聯網金融風險專項整治工作實施方案)｣
2016.11

｢온라인 대출 정보중개기구 등록접수관리 가이드(網絡借貸信息中介機構備案登記
管理指引)｣

2017.02 ｢온라인 대출자금 보존·관리 업무 가이드(網絡借貸資金存管業務指引)｣
2017.04 ｢은행업의 위험 관리 업무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銀行業風險防控工作的指導意見)｣
2017.04

｢‘현금 대출’업무 활동을 청산하고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통지에 관한 통지關於開
展“現金貸”業務活動清理整頓工作的通知)｣

2017.06

｢학교의 대출금 규범 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強校
園貸規範管理工作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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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일시

규제 방안

2017.06

｢진일보 인터넷 금융 리스크 특별 정리·정돈 작업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做好互聯
網金融風險專項整治清理整頓工作的通知)｣

2017.06

｢온라인 플랫폼과 각종 거래소의 합작 불법행위에 대한 정리정돈에 관한 통지(關於
對互聯網平台與各類交易所合作從事違法違規業務開展清理整頓的通知)｣

2017.08

｢온라인 대출 중매기구 업무 활동정보 피로 가이드(網絡借貸信息中介機構業務活動
信息披露指引)｣

2017.09

｢인터넷 금융업 개인 온라인 대출 자금 보존관리 업무 규범(互聯網金融個體網絡借
貸資金存管業務規範)｣ (의견수렴)

2017.09

｢인터넷 금융업 개인 인터넷 차입 계약 요건(互聯網金融個體網絡借貸 借貸合同要素)｣
(의견수렴)

2017.11

｢온라인 대출 자금 보존관리에 대한 평가 작업 전개에 관한 통지(關於開展網絡借貸
資金存管測評工作的通知)｣

2017.12 ｢‘현금대출’의 규범화 정리업무에 관한 업무 통지(關於規範整頓“現金貸”業務的通知)｣
2017.12

｢P2P 온라인 대출 리스크 특별 정리·정돈검수 공작에 관한 통지(關於做好P2P網絡
借貸風險專項整治整改驗收工作的通知)｣(2018년 6월까지 완성예정)

2017.12 ｢인터넷 금융업 개인 온라인 대출 계약 요건(互聯網金融個體網絡借貸 借貸合同要素)｣
자료: 필자 정리.

(4) 지속성(평가 점수: 3)
온라인 대출에 관한 법과 규정의 체계화는 건전하고 안전한 산업 발전의 첫
걸음일 뿐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와 억제
그리고 관리감독만으로는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이다.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대학생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오늘날
나타나는 캠퍼스 온라인 대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당시 젊은층과 학생층
의 소비 잠재력을 타깃으로 하여 대학생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추진했
지만, 과도한 소비 및 이에 따른 상환불능으로 인해 은행은 거대한 손실을 입었
고, 국가는 관련 업무를 강제로 중단하기도 했다. 따라서 소비에 대한 욕구를
타깃으로 하여 급격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신용의 중요성과 책임
의 무게를 가르치는 것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
지 못한다면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대출 시장의 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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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출의 건전성과 안전성은 신용사회의 실현과 그 궤적을 함께한다. 따라서
온라인 대출과 관련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
부는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용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대출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차츰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5) 대응수준(평가 점수: 5)
중국은 2006년부터 신용평가등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1/3은 개인신용등급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절반 이상의 대학생
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신용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
고자 국무원은 2014년에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 강요(2014-2020)(社會信
用體系建設規劃綱要)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를 통합하는 신용
정보 시스템이 2020년까지 구축될 계획이다. 사회 내에 신용이 안정적으로 자
리 잡고 있을 때 사회의 안전 또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종합 평가
개연성
5
4
3
2

대응수준

위험성

1
0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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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제3장

차이나리스크 연계망 분석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우선 제2장의 각 기초영역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도를 작성했다. 61개 기초영역 리스크의 평가에서 복잡성과 위험성의
평가를 우선순위로 놓고 개연성과 지속성을 하위변수로 삼아 네 가지 대범위에
서 평가 점수가 높은 리스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했다.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중앙정부능력, 계승(파벌),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지
방이기주의, 부패, 불신·불만
② 국제 및 외부충격: 규범갈등(인권), 민족주의,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③ 결핍과 재난: 식량 결핍, 토지오염, 안전사고
④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노동시장의 위기, 소득 격차, 도농 격차, 유령도
시, 악성탄원의 증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표 3-1. 주요 대범위 및 기초영역의 평가
대범위

리더십과 거버넌스

기초영역

개연성

위험성

복잡성

지속성

계승(파벌)

3

5

4

3

중앙정부능력

3

4

5

4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3

5

4

5

지방이기주의

3

5

5

4

부패

4

5

5

4

불신·불만

4

5

4

4

분리주의(티베트·신장)

2

5

4

4

규범갈등(인권)

3

3

5

5

민족주의

5

5

5

5

식량 결핍

5

5

5

3

안전사고

5

5

5

1

토지오염

5

5

5

4

국제 및 외부충격

결핍과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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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대범위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기초영역

개연성

위험성

복잡성

지속성

유령도시

5

4

5

1

악성탄원의 증가

5

3

4

4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2

5

4

5

노동시장의 위기

4

5

4

4

소득 격차

5

5

4

5

도농 격차

5

4

4

5

위에 추출한 네 가지 대범위로 나눈 리스크 요소에 더하여 서론에서 상술했
듯이 경제영역의 리스크 요소로 설정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자본시장의 불안정
성, 부채 증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상수로 설정하여 각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상관관계도를 작성할 때에는 위에 추출한 각 리스크 요소의 복잡성
항목에서 파악한 바를 중심으로 각 요소 간의 복합관계를 실선으로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결절점(node)이 많이 나타나는 요소를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중심에 가깝게 배치했다.
대범위별로 모든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로 “국제 및 외부충격”
영역이라는 대외관계적 측면에서 영토 분쟁은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로 다른 국
가와의 갈등 요소는 심각하지만 대내적인 다른 리스크 요소와 복합성은 떨어졌
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충격은 중국 내의 민족주의 정서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
동하고 있었고, 이는 바로 국내의 분리주의 리스크(소수민족 지역)와 연결되어
복합적인 갈등을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앙정부의 능력과 크게 연
관되었다.
둘째로 “결핍과 재난” 영역은 전통적인 리스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로 중국 역시도 가장 위기 요소를 많이 가진 영역이기도 하다. 중국과 관련
해서는 식량 결핍과 토지오염이라는 요소가 도시화와 함께 연결되어 전국적으
로 가장 위험성이 큰 리스크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나
타나는 안전사고의 리스크도 해당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연계되어 체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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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복합 차이나리스크 기초영역의 상관관계도

토지오염

식량 결핍

안전사고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지방이기주의

부채 증가

불신·불만

경제성장의
둔화
중앙정부능력

도농 격차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부패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격차
노동시장의 위기

규범갈등
계승(파벌)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민족주의
분리주의
(티베트, 신장)

연계성 높음

리더십과
거버넌스

결핍과
재난

국제 및
외부충격

경제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만을 가질 수 있는 리스크 요소로 평가되었다.
셋째로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라는 사회영역의 리스크는 가장 많은 리스
크 항목을 가진 영역으로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분야였다. 도
농이원 구조라는 중국 사회의 커다란 구획 속에서 소득 격차 및 도농 격차의 확
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

366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령도시, 도시빈민굴, 판자촌 개발의 낭비라는 요소와 연계되었다. 다만 이 과정
에서 도시빈민굴은 위험성과 복합성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었지만, 중국
적 상황에서 개연성이 떨어졌기에(경제위기 시에 농민공은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슬럼이 형성되지 않았다) 주요 리스
크 요소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한편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층 사회에서 새로운
권리 개념의 형성은 신세대 농민공의 조직화나 도시중산층의 이념 등과 연결되
었으나, 이 역시 중국의 상황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소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적 상황,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커다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회 갈등은 탄원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악성탄원
의 증가는 해당 지방정부의 능력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로 판단되었다. 사회영역의 각종 안전관리(식약안전, 사이버안전 등)와 사회 구
조 균열(노령화와 연금 고갈, 저출산, 성비불균형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
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연계되었다. 다만 노동시장의 위기는 격차의 확
대(도농 격차,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등)와 연결되어 복합성을 크게 가지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넷째로 “리더십과 거버넌스”라는 정치영역의 리스크는 다른 모든 영역의 리
스크와 연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분석되었다. 위의 복합도에도 잘 드러나지만
가장 상관관계를 많이 가지는 구심력을 가진 리스크 요소는 “중앙정부능력”이
었으며, 그다음은 “지방의 지방관리능력”과 “지방의 이기주의”라는 정치적 요
소의 리스크였다. 즉, 대부분의 리스크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지방이기주
의와 연결되어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체제에 대한 불신·불만과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지방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능력으로 수렴되었다. 한편 이러한 각
급 정부의 관리능력을 해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로 파악된 것은 부패의 심화와
엘리트 재생산 및 계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파벌 투쟁이었다.
종합적으로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계도를 핵심적인 결절점을 중심으로 분
석해보면, 사회와 생태관리 영역에서의 거버넌스 위기(소득 격차, 도농 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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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재난과 결핍 관리에서 문제 발생)는 정치영역에서 지방의 문제(지방의
관리능력 – 부패 심화 – 체제에 대한 불신불만 증가)와 맞닿아 있고, 이것이 상
수로 삼은 경제영역에서의 불안정성 심화(부채 증가 – 경제성장률 둔화)와 이
어져 병목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중앙의 리더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위에 분석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범주별로 묶여
서 나타날 수 있는 중범위적 리스크 경향을 분석, 추출하여 예측경향도로 구현
했다.
각 주요 리스크가 연결되어 향후 중국 체제의 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경향들
을 다시 영역별로 모아서 연계 분석해보면, 경제 리스크를 상수로 둔 상황에서
①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② 급진 도시화의 위기 ③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④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⑤ 민족 통일성의 약화 ⑥ 대외 갈등의 심화 라는 여섯
가지 복합 리스크 경향이 체제 안정을 부식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각 영역의 리스크 경향들은 그 중심에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정부능력과 연결되어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의 약화”
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체제의 가장 심대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위와 같은 리스크 요소에 어떻게 대
응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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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토지오염

식량 결핍

안전사고
유령도시
악성탄원의 증가

지방이기주의

부채 증가
경제 리스크
(상수)

급진 도시화의
위기

불신·불만

경제성장의
둔화

도농 격차

지방의
중앙정부능력지방관리능력
부패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 약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규범갈등

소득 격차
노동시장의 위기

계승(파벌)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민족주의
대외 갈등의
심화

분리주의
(티베트, 신장)

민족통일성의
약화

리더십과
거버넌스

연계성 높음

결핍과
재난

국제 및
외부충격

경제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표 3-2. 주요 대범위 및 기초영역의 대응수준 평가
대범위

리더십과 거버넌스

기초영역

대응수준

계승(파벌)

5

중앙정부능력

1

지방의 지방관리능력

3

지방이기주의

3

부패

5

불신·불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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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대범위
국제 및 외부충격

결핍과 재난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기초영역

대응수준

분리주의(티베트, 신장)

4

규범갈등(인권)

4

민족주의

4

식량 결핍

2

안전사고

2

토지오염

2

유령도시

4

악성 탄원의 증가

4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

2

노동시장의 위기

4

소득 격차

2

도농 격차

3

제2장의 세부 항목 평가 서술에서도 잘 드러났듯 전반적으로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이러한 세부적인 리스크 요소를 구체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대책도 일정 정도 마련해놓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가.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국이며, 에너지와 자원 소비에서도 이
미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이다. 게다가 해당 리스크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급
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사막화와 같은 심각한
생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러한 리스크를 방관하는 상
황은 아니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정책적 차원에서
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세부적인 각 리스크 영역에 대한 제도
마련과 정책 대응은 각 리스크 분석에서 서술했으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태
양열, 수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분야에 세계 다

370 ❚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생
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비중 있게 강조하는 등 중앙 차원에서 확실
하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 2018년 전국인대에서도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앙재정을 전년 대비 19%나 증가한 405억 위안을 대기, 수질,
토지 오염 방지를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245 정부 기구 개편에서도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확대 개편하여 분산되었던 생태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였다.246 이 문제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에 복합 리스크 분석 시 대응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리스크 인
지와 대책 마련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급진 도시화의 위기
중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자국이 안고 있는 도농이원 구조에서 발생하는 격
차를 줄이고 수출주도의 성장에서 내수와 서비스 산업 위주로의 경제 구조 전
환을 위해 도시화라는 정책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각 리스크 분석에서 살펴봤
듯이 이 개발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개발상이 결탁하는 부패 문제나 유령도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여전히 도농 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급속한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질서 있
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형도시화 정책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등과
같은 초거대도시로의 유입은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의 육성
을 권장하여 농민을 도시민으로 안착시키려는 정책적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5 ｢關於2017年中央和地方預算執行情況與2018年中央和地方預算草案的報告｣(2018. 3. 5), http://

www.xinhuanet.com/politics/2018-03/05/c_1122491786.htm(검색일: 2018. 4. 9).
246 ｢國務院機構改革方案｣(2018. 3. 18),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18/

c417507-29873744.html(검색일: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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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아래의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와 더불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는 유동성
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로 일하러 나온 농민공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가족의 해체, 그리고 기존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라는 공
통 신념의 공백은 전반적으로 당국의 사회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새
로운 권리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법에 의존하는 탄원의 형태로 단속적인 사회
적 저항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관리의 제도적 비용은 증가하
고 있으나 안정 유지는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적 상황에서 이러
한 사회 거버넌스가 시민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전적으로 책
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이는 정치 안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당국은 이러한 사
회관리 부문에서 다시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당의 중심성을 내세우는 경향 속에
서 법치를 강조하여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라.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중국은 자국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세
계에서 가장 격차와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격차는 세부적인 리스
크 분석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듯이 소득, 도농, 지역, 교육 등 각 영역에서 심각
한 상황이다. 이러한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는 무엇보다 사회주의라는 국가의
주요 이데올로기적 목표와 충돌하며 결국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져
정치 안정성을 흔들 여지가 많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사회의 새
로운 주요 모순으로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최근 성장률 중심
의 경제정책에서 탈빈곤 중심의 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양로
와 의료 등 사회복지의 강화를 내세워 가장 기층의 생활수준을 높여 공정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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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방향은 시진핑
시대 들어서 ‘정확하고 정밀한 빈곤 지원’으로 명명되어 2020년 전면적인 소
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개별 가구
를 빈곤 가구로 식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곤 여부를 파악하는 데 난점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방 간부의 정치적 고려와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이 어려움을 겪
고 있기도 하다.247
격차와 불평등도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온 사회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민족 통일성의 약화
서구 학자들이 중국의 가장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소
수민족과 분리주의로 비롯된 국가 분열의 리스크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리스크
분석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소수민족 문제는 국가 정체성 및 안전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경제적 격차와 연관되기도 한다. 분리주의와
소수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관련된 리스크는 위험성과 복잡성은 높지만 개연성
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의 억압적인 관리 정책은 소수민족 문제에
서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서부대개발 정책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해당 지역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며,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리스
크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247 김도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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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외 갈등의 심화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대외정책을 관리해왔다.
특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현재 주변국
과 영토 분쟁 및 갈등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중국적 세계 질서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국제 관계의 질서와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서구 강대국과
규범 경쟁에도 나선 상황이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신형 국제관계와
일대일로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이것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쉽게 푸는 방향
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바깥에서 바라볼 때에는 중국과의 갈
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나, 리스크 상관관
계를 분석했을 때 이 대외 갈등 심화의 리스크 요소는 대내적인 리스크 요소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대내적 리스크 요소 중에
서 정부능력 리스크와 가장 많이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연성은
낮은 편이지만 대외 갈등의 심화가 전면 충돌로 비화될 경우 중국 당국의 대응
력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이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갈등을 완화하지
못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은
뉴노멀 시기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에 타격을 미침으로써 사회 전반에 혼란
을 야기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위에서 분석한 여섯 가지 복합 리스크 경향은 모두 결국 “중앙의 정통성과
구심력 약화”라는 가장 중심적인 리스크와 깊이 연관된다. 일차적으로 리스크
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은 중앙정부의 관리능력과도 밀접
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의 관료 파견이
나 심지어는 지방 지도부 교체 등을 통해 해결하지만, 가장 심각한 상황은 바로
중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다. 말 그대로 중국의 모든 리스크의 최종심급은
“중앙의 관리능력”인 것이다.
하지만 이 중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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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당제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는 중앙정부에 큰 문제나 착오가 발생했을 때 선거 등을 통해 이를 교체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부재한 중국에게는 중앙의 심대한 위기는 곧바로 체제
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세부 리스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중앙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패 문제와 정치 엘리트 계승에서 발생하는 파벌
의 갈등 심화였다. 그렇기에 중국공산당은 시진핑 집권 이후 무엇보다 고위 지
도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
고, 최고지도자인 시진핑에게 권력을 집중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
산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2018년 전국인대에서 ｢헌법｣ 수정을 통
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고 공산당의 영도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방향이 집단지도체제의 완전한 폐지인지에 대해서
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을 통해 현재 중국이 처
해 있는 병목 현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이 권력 집중의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적 시도가 연착륙하여 좋
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한다면 중앙의 책임과 체제의 리스크는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자면, 중국은 이번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서구의 정
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 도리어 중국식 제도
와 규범, 담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의 노선을 설정했으며, 그렇기에
중앙이 선제적으로 지금의 시기를 비상한 도전이 예상되는 관건의 시기로 규정
하고 더 적극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위기관리와 안정 유지에 힘쓰겠다는 의지
를 천명했다. 세부 리스크별 평가에서도 살펴봤듯이 완전한 해결 수준에는 많
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중국 당국은 각 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
으며, 효과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도적인 관리와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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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
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248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장문의 ｢보고｣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2017~22년)의 국가전략 비전의 대강을 발표했다. 이어 제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구 개편과 부분적으로 헌법
을 개정하기도 했다.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중국의 체제 특성상 19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의 발전
전략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2기 정부에 수립된 국정 목표
의 특징은 문제를 영역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과제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층설계(頂層設計, top level design)를 시도했다. 이는 앞의 제3장
에서 제시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같이 중국 전체의 리
스크 관리에서 당 중앙의 역할과 능력이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진핑 제1기 정부가 중점을 둔
것이 반부패운동이었다면 시진핑 제2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리스
크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제 안정의 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차 당대회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의 안정성
유지와 지방정부 부채의 축소이고, 경제 발전 전략에서는 고속 성장보다는 질
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속(中速)성장이며,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는 효율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고 빈곤 퇴치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
다. 실제로 각 지방은 그동안의 통계 조작을 통한 경제성장률 부풀리기와 GDP
지상주에서 벗어나 성장 목표를 현실에 기초해 하향조정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248 성균중국연구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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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률 개선이라는 새로운 질적 목표를 설정했다.
19차 당대회 보고문에서 나타난 중국의 청사진은 중국의 복합 차이나리스크
를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새로 정의했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
방으로의 노선 전환을 천명하면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물질문화
에 대한 수요 증가와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으로 보고 경제 건설에 주력했
다. 그러나 시진핑 총서기는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
요 증가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으
로 다시 규정했다. 이는 한편으로 경제 발전을 계속해나가면서도 격차와 불평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리스크 요인의
복합성뿐 아니라 소득 간·지역 간·도시와 농촌 간 격차와 연계된 정치경제적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그림 4-1. 중국 사회주의의 주요 모순 변화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변화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시에 낙후된 생산력

(1981년)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불균형하고

사이의 모순

제11기 6중 전회

인민의 갈수록 늘어나는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하는 주요 근거

제19차 당대회
(2017년)

자료: 十九大精神十三講編寫組(2017).

둘째, 중국공산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득 이익을 타파하겠다는 의
지를 천명했다. 그동안 관료와 결탁한 기득권 집단이 국정을 왜곡했다고 보고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번 보
고에서는 기층 인민에게 지속가능한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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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당의 지도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개혁과 개방을 지속하
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당의 역할 강화는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통
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개방에 입각한 중국적 질서를 만들겠다는
장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즉 복합 리스크 관리는 정책결정의 최종심급인 당의
역할에 두고 향후 과도기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중앙의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
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셋째, 신형 국제 관계라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서구적인
관념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
의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대국 외교, 주변 외
교,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식 세계화에 맞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대일로
(一帶一路)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
은 복합 차이나리스크가 무역·통상·환율과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착종되어 나
타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를 제시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
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변모했고, 기술의 자주혁신을 통한 표준경쟁을 선점
하기 위한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
탕으로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 대외적으로는 전면적 대외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 구조
도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 좋은 공급을 중시하는 이른바 ‘공급 측 개혁’
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소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
는 공급 부분의 취약성과 소비자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시진핑 1기 체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던 “오위일체(五位一體)”
와 “네 개 전면(四個全面)”이라는 사회주의 추진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위일체”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을 하
나로 묶어 전면적 소강사회(well off society)를 건설하겠다는 복합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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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네 개 전면”은 중국의 미래발전 기본 전략으로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 심화개혁,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으로
중국공산당이 전체 국면을 통할해 각 영역을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공산당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상황은 여러 분야와 방향에서 중
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했고 앞으
로도 이러한 위기가 더욱 진화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
가 단일한 사안으로 나타날 경우 정부능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특정한 병
목구간에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위험도가 크게 배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사회주의의 위기로 전화되지 않도록 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대
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19차 당대회 “오위일체” 구조

경제
건설
생태문명
건설

“오위일체”
구조

사회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자료: 十九大精神十三講編寫組(2017).

이러한 시진핑 2기 정부의 출범은 한국에도 위기와 기회, 도전과 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중 관계도 더 이상 양자관계에서 자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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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차 당대회 “네 개 전면” 전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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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면적
전

“네개전면”
전략구조

적
면 국
전 치
법
의

자료: 十九大精神十三講編寫組(2017).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국제질서의 영향을 더욱 받으면서 선택의 난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양보가 불가능한 핵심 이익을 명확하게 설정하면서 한국적 국가
전략의 방향과 한국적 방안을 어떻게 발신할 것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
차 당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큰 목표와 시진핑
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은 한국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한
편으로는 한중 관계와 대한반도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
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힘의 우위에
기초한 양자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눈에는 눈, 이
에는 이’와 같은 맞대응(tit for tat)보다는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의
복합 리스크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구분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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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가.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
한국은 2017년 한국 내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발 정치·안보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고 지
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의 희망적 예단이 작
동하면서 대중국 정책에서 혼선이 일었다. 즉 중국은 한미동맹이라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 때문에 한중 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본격적 경제제재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중국은 관광, 특정 기업에
대한 보복,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정교한 로드맵 속에서 보복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것은 한중 관계의
모든 리스크가 단일 변수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요인, 즉 안보, 여론, 경

그림 4-4. 한국에 미친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 사례

THAAD
■

중국위협론 증가
교역 감소

■

한국의 전략적 가치 약화

■

■

한국 내 극중론(克中論) 대두

■

“China+1” 대두

■

상호불신의 강화

■

■

대북정책의 조정

정치적 기회 활용과
중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

중국 지도자 이미지 약화

안보 리스크

문화·사회 리스크

경제 리스크
■

대중국 투자심리 위축

■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강화

■

한류의 트렌드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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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정책적 측면

관·학 협력 연구모형 창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한·중 위기관리 협조시스템 구축 확대
■
■

대중국 정책의 분절화 극복

산업적 측면

대중산업정책의 부분 간 협력체 구성
산·관·학 중국 리스크 정보 교류
■
중국의 부문별/지역별 리스크 모니터링
■
■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연동인식 제고

학술적 측면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지속 및 DB 업데이트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결과 개방성 확대(DB 공개 및 공유)
■
학제 간 연구심화와 연구거점기관 지정
■
■

중국 연구의 심화와 전문가 활용

제, 미중 관계, 상호인식 등이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
사복합체에서 파생되는 중국 문제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정교한 정책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 갈등 심화라
는 이중, 삼중의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중국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정책 함의를 찾는 과정에서 쉽
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분절화되어 있
고 학제 간,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수단을 제약하
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식사회의 폭넓은 여론 청취와 정책수단의 적실
성을 검토하지 못하면서 단기정책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강화했다. 둘째, 복합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리스
크별 초보적 데이터베이스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책설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의 수월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셋째, 연구자가 넓게 포진
된 안보와 경제 영역의 리스크 연구에 치중되어 정치·사회 또는 외교, 환경과
신념의 위기와 같은 요소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 요컨대 중국 리스크
연구에 대한 분절화를 극복하고 적실성 있는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복합연구가 필수적이며, 또한 복합리스크 연구는 중국 연구영역 전반을 포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연구의 복합화, 학제 간 연구의 확산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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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정책 방안
1) 정책적 측면: 대중국 정책의 분절화 극복
차이나리스크의 복합성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은 정책
당국 간, 정책당국과 학계, 그리고 학계 내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분절화에
있었다. 그동안 리스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동하여 작동한다는 것을 중요하
게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체
계화할 수 있는 연계도에 대한 작업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중(克中)이나
용중(用中)과 같은 거대담론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중국 연구의 객관화와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중국 정책 수립에서 과도한 이데올로기 편향을 극복하고 복합 차
이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관·학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은 기존의 정
책자문 시스템처럼 전문 정책부서와 관련한 전문가 위주의 구성을 지양하고 각
부처가 연동된 자문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중국 리스크의 복합 관계를 파악하고 개별 리스크들의 확대 연동 시나리오를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
스크에 대한 정교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실
양국의 협력으로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에 미치는
복합 차이나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중 간 위기관리 협력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환경 요소로는,
특히 대기오염이 있고, 또 다른 요소로는 안전관리 영역의 원전 관리 등의 요소
가 있다. 비록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은 낮지만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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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원전 설치지역
은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연해지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주는
심리적 위협이 매우 크다. 또한 원전 리스크는 상호간에 경보 체제를 구축하여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원전 안정성을 우려해 원
전 관리 및 안전 문제를 공개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원전관리 경험 등을 토대로 정보 교환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제안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대기오염이 석탄을 위주로 한 화력에
너지 공급 체계이고 겨울난방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오염과 수질오염 문제는 한국이 해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전국인대에서는 국무원의 조직 개편 중 재난 관리와 관련해 기존의 국
가안전생산 감독관리총국을 폐지하고 기존 담당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재난재
해라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이를 총괄하는 응급관리부(應急管理部)를 장관급
부서로 신설했다.249 따라서 한국정부는 신설된 생태환경부와 응급관리부와도
밀접하게 연동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적 측면: 복합연동인식 강화
중국의 복합 리스크가 한중관계에 파급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직접적 타격 대상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정치체제는 정치·안보 리스크가 경제
와 사회 리스크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선적이고 분절
화된 대중국 인식으로 인해 복합 차이나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황을 추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를 정부, 기업, 교민사회 등에

249 ｢國務院機構改革方案｣(2018. 3. 18), http://lianghui.people.com.cn/2018npc/n1/2018/0318/

c417507-29873744.html(검색일: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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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합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거버
넌스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in China) 등을 설치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영역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양국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경제나 외교적 차원의 리스크로 심화되는 경우도 쉽게 나타난
다. 특히 민족적 자부심이 증대하면서 양국간 온라인 민족주의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갈등은 향후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관․학 중국 리스크 정보 교류를 활발
히 하는 한편 이를 사회영역으로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중국은 지대물
박(地大物博)한 국가이고, 하나의 중국에 네 개의 세계가 있다는 평가에서 보듯
이 지역별로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문별·
지역별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개별 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도 나타났듯이 중국에서 일차적인 리스크 관리는 지방 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대한국 리스크들의 발생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전국적 규모로 연계,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학문적 측면: 중국 연구의 새로운 영역 개발과 전문가 활용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시범적·단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에서는 리스크
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았다. 즉 리스크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
는 기제를 확인했고,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계연구의 중요성, 정
치·안보·사회적 리스크들과 경제 변수와 결합 방식 등이었다. 그러나 개별 리
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는 경제 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한계를 보인
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개별 리스크 요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최
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를 지
속·심화·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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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축적된 개별 리스크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
요성이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리스
크가 지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에 맞춰 리스크들의 복합 연관 관계도 지속적으로 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결과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학계와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이 내용을 보
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중
국 학제 간 연구 심화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거점기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관련 통합 컨트롤 타워 등을 수립해 영역별로 진
행되어온 높은 수준의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융합하면서 연구와 정책 시
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국학계는 특정 영역에서는 전문 연구자가 많지만, 일부 영역에서
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연구의
새로운 영역 개발과 향후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새로운
분야, 특히 범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는 전문가 풀(pool)의 조성은 중국 전문 연
구거점기관의 역할에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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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그림 4-6.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기대효과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이론화

복합 차이나리스크
DB 구축

정책 전문성 제고

한중 협력의 내실화

■

개별 요소의 결합연구

■

개별 리스크의 연동과 복합적 작동

■

경제 변수와 정치사회 리스크의 결합

■

60개 기초영역 리스크 DB 구축

■

개별 리스크의 입체적 파악

■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중국 정부 대응 구조 파악

■

한국 정부의 대응능력 제고

■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공간 제고

■

산·관·학 정책협력 심화 기반 조성

■

한중 상호 리스크 거버넌스 경험 교류 기반 조성

■

한중 위기관리 협조시스템 구축 확대

■

한중 복합공공외교 분위기 조성

가. 이론적 기여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차이나리스크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에서
출발한 기본 속성에 대한 해제 혹은 분석과 관련된 개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
다. 그러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에서는 개별 요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규명
했다. 실제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단일 사례 혹은 변수에 따른 리스
크가 아니라 이러한 리스크가 연동되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역별 복합 리스크들이 어떠한 경향을 낳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연관관계
도를 통해 구현했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중국 지방정부의 관리능력과 중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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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이 강한 구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중
국 리스크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경제 분야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이 연구
는 경제 변수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정치적, 사회적 리스
크와 결합되어 중국의 위기의 복합성이 부각된다고 보았다. 즉 경제변수를 상
수로 놓고 정치, 안보, 사회, 문화 영역의 리스크들의 결합방식을 구현했다.

나.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연구 결과에서 추출한 60개 기초영역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은 각 리스크 요소에 관심이 있는 학계와 정책 담당자,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산업 관련자에게도 활용가치가 높다. 각 리스크를 종합적인 설계에 따라 개념,
현황, 위험도, 시간적 추이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각각의 속성(개연성, 위험
성, 복잡성, 지속성)을 부여하여 구체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이것은
개별 리스크를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데
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중국 당국의 대응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즉
단순히 리스크가 위험하다는 내용을 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
크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 작성했다. 따라서 리스크의 향방
에 민감한 대중국 진출기업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정책 전문성의 제고
중국 문제의 복잡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결정의
난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체제 안정성을 평가하는 요소에서 민주
화나 자유화의 측면을 높게 평가했으나 이번 복합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보다 중국 정부의 관리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무엇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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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리스크를 현장에서 대면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관리능력이 그다음
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각 리스크 요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
히 한중 협력에서도 지방정부 간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번 연구를 통해 대중국 경제 리스크가 단일한 변수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리스크와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변수만 파악하기보다는 정부나 연구기관의 기타 리
스크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참고하여 대중국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라. 한중 협력의 내실화
복합 차이나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대응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국 당국은
리스크 인지와 정책 마련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비록
중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리스크 인지와 정책 대응 마련에서 시민사회의 참
여는 활발하지 않지만 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에서는 기민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위기관리 경험을 한국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중국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보다 널리 알
리는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급속한 산업
화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직면한 리스크 일부를
실제로 관리하고 극복한 경험을 중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이 생태환
경, 도시재생, 시민협력 모델 등의 경험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양국 협
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측면을 리스크 거버넌스 경험의 교류와 위기관리 협조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뿐만 아
니라 산업체, 학술기관, 학자,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여러 리스크 요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이는 한중 간의 복합 공공외교 분위기를 조성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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