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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경
제 성과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이
나 드림(中國夢)’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정을 극복해야 하는데 대내적으로는 ‘중진국 함
정(Middle income trap)’을, 대외적으로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극복해야 합니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정부가 중진국 함정
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 추
진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투자ㆍ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장기간 축적된 중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
한 발전전략이기도 합니다. 중국경제는 2012년을 기점으로 고속 경제성장 시
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 시대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소비 주도 전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경제가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
민퇴(國進民退)’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투입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심
각한 설비과잉을 초래하였고, 기초 인프라와 부동산 분야에서도 심각한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되
고 기업부채가 급증하는 등 한계기업이 양산되어 실물 및 금융 리스크가 증

서언 • 3

대되었습니다. 중국경제의 또 다른 축을 담당했던 중국 임가공 민영기업들 또
한 중국의 임금 및 토지비용 등 생산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외
수 감소로 경영난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
의 성장동력이었던 국유부문의 투자와 민영기업의 수출 모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국진민퇴’라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기하였
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 거시경
제 측면에서는 중국경제의 단기 리스크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해 진단하고 한
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 전
통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에 따라 새로운 한중 관계와 한중 경제협력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경제의 고도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국 고도화는 한국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도 있고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과제별 현
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
국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탄 등 전통산업에서의 설비과
잉 해소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분
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원가 절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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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들어 본
격화되고 있는 미중 통상분쟁이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진들은 문헌연구, 통계 분석과 함께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급측 구조개혁 과제별
현황 파악과 추진 사례에 대한 현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 관련 정부기
관, 대학교,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한ㆍ중 양국의 협력을 위한 관
련 제언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현상백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박민숙 전문연구원, 박진
희 전문연구원, 조고운 연구원과 인천대 김부용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 이현태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산업통상자
원부 박근형 사무관, 고려대 노수연 교수, 그리고 익명의 심의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산업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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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
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
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
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
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
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
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
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
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
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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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
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
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
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
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
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
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
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
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
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
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
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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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
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
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
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
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
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
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
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
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
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
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
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
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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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
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
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
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
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
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
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
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
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
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
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
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
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
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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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
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
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
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
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
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
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
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
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
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
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
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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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
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
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
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
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
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
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
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
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
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
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
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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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
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
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
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
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
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
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
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
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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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
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
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
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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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경제는 지난 30여 년
간의 고속 성장기를 거쳐 2012년부터 중속성장의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였
다. 기존의 중국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
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
로의 부상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의 견제에 맞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극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중진국 함
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두 개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적
으로는 2013년부터 유라시아 대륙국가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일대일
로’를 추진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2015년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
장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중진
국에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의 기로에 처해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와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을 통해 개혁개방의 새로운 방향
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대내 개혁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최초로 제기하였다. 이 회의에
서 총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와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총공급
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생산능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하였다.1) 그 이후 공급측 구
조개혁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정책 기조로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
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가 2015년 전후로 새로운 전환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
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30여 년간 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 新华网(2015. 11. 10),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领导小组第十一次会议」, http://www.xinhuanet.
com//politics/2015-11/10/c_1117099915.htm(검색일: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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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1978년 이후 40년간 매년 평균 9.5% 성장하여 2017년 중국 GDP
는 1978년의 33.5배인 82조 7,122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2017년 1인당
GDP도 1978년의 22.8배인 5만 9,660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 일본
을 제치고 G2 국가로 부상하였다.2) 중국정부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총수요 관리 위주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여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했다.
주요 정책 수단으로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여 투자와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총수요 위주의 거시경제 조절 과정 중에 중국의 구조적인 모순이 축
적되고 총공급과 총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특히 투자 주도의 성장은 일
부 업종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했고, 기업간 및 지역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의 한계효용성이 하락하였다. 철강, 시멘트,
석탄 등 국유기업들의 공급과잉 현상이 특히 심각하였는데, 동 업종의 생산자
물가지수(PPI)가 2015년 12월까지 40여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동
업종의 국유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시장에 공급한 4조 위안의 대규모 자금
대부분이 철강, 석탄, 시멘트 등의 분야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서 국유
부문이 확대되고 민영부문이 축소되는 이른바 ‘국진민퇴’ 현상이 심화되었다.
지방보호주의, 중복투자,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등으로 인하
여 중국 국유기업의 생산 활동은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였고, 이
는 공급과잉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자원 배분의 낭비가 초래되고
기업들의 시장 수요에 맞는 생산활동 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이
제약되어 기업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총공급과 총수요와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상태가 지
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이러한 공급-수요 간 미스매칭은 중국경제
2) sina新闻(2018. 8. 27), 「“国家统计局：改革开放40年中国GDP增长33.5倍 年均增长9.5%」, http://ne
ws.sina.com.cn/c/2018-08-27/doc-ihifuvph9590077.shtml(검색일: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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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중
국정부는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은 총수요 조절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총공급 측면에서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중
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정
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총공급과
총수요의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①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과잉공급을 축소하고 ② 시장 수요 고도화에 따
른 공급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③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분야의 공급 창출을 통
해 신수요를 창출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13.5규획 기간(2016~20) 동안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
제정책의 한계와 축적된 경제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 주도로
추진되는 중대 개혁조치3)이며,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성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공급측 구조개혁의 성과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가 지난 30년간의 노동 및 자본의 대규모 투입 의존에서 탈
피하여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와
철강, 석탄, 조선 등 국유기업 및 부동산 시장 주도에서 민영부문의 신흥경제산
업 주도의 성장이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2018년은 시진핑 주석 2기
집권이 시작되는 해이자 공급측 구조개혁이 실시된 3년차 해로 이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가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 및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 경제개혁 및 리
스크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로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중
3) 시진핑 주석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 전략 및 정책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국내개혁) △일대일로(대외
개방)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지역정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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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여 요소투입 위
주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요소 효율성 향상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단기 리스크
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중국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설비과잉 해소 및 기업부채 축소를 통해 국유기업
의 구조조정이 완성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국유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일각에
서 제기되는 중국 기업부채와 관련된 단기 리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중장기 경
제구조 전환ㆍ업그레이드에 대해 평가하여 중국경제에 주는 함의와 우리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최초로 제기된 이래 중점업무에 대한 구체
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6년 중국정부는 공급 측면 구조개혁 5대 중
점업무로 ① 과잉생산설비 해소(去产能) ② 부동산 재고 해소(去库存) ③ 부채
레버리지 축소(去杠杆) ④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⑤ 유효공급 확대(补短板) 등
을 제시하였다. 5대 중점업무는 이후 중국정부의 공급측 구조개혁 업무 추진뿐
아니라 국내외 관련 연구에 있어 공급측 구조개혁 관련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
되고 있다.
5대 중점업무는 크게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과잉공급 축소(무효공급 축
소) 업무와 고도화되고 있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공급 확대(유
효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무효공급 축소는 중국의 실물 및 금융의 단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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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시급한 해결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유효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재정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2016
년 중국정부는 5대 중점업무 중 중국의 단기 금융리스크와 관련성이 큰 과잉생
산설비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부채 레버리지 축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
다. 2017년에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17년을 공급 측면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각 부처 및 지방정부별로 공급측 구조개혁에 관련된, 특히
철강, 석탄 분야의 과잉설비 축소와 부동산 재고 해소에 관련된 조치가 적극 실
시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좀비기업 퇴출(破), 신성장동력
창출(立), 기업원가 절감(降) 등을 의미하는 3대 업무(破立降)로 그 용어와 주안
점에 소폭의 조정이 있었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경
제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원가 절감을 중점 추진
하고 있다. 향후에도 추진 경과 및 경제 상황에 맞게 구체적 내용이 조절될 것
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 범위를 2018년의 3대 업무로 한정하고자 한다. 2018년
의 3대 업무는 2016년 제기한 5대 업무 중 부동산 재고 해소를 제외한 내용이
다. 부동산 재고 해소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주요 대도시
의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공급측 개혁이 최초에
제기되었던 2015년 말의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2018년 중점업무에
제외된 분야이다. 이에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본연의 목적인 경제ㆍ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와 연관성이 큰 ① 기업 퇴출을 위한 설비 공급과잉
축소와 기업부채 절감 ② 기업원가 절감 ③ 신성장동력 창출 등 3대 업무에 관
련된 4개의 분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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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범위
5대 중점과제(2016~17년)
설비과잉 해소(去産能)
무효공급 축소
(減法)

3대 중점과제(2018년)
① 한계기업4) 퇴출(破)
- 설비과잉 해소(제3장)

기업부채 축소(去杠杆)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 기업부채 축소(제4장)
-

유효공급 확대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② 기업원가 절감(降)(제5장)

(加法)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③ 신성장동력 육성(立)(제6장)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를 살펴본다. 제2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을 파악하고 공급 측면 개혁의 특징을 정리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을 여러 요인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
하며, 공급주의 학파 등 유사한 개념과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공급 측면 구조개
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부터 제6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
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무
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를 살펴보고, 제5장과 제
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유효공급 확대와 관련된 기업원가 절감과 신성장동
력 창출을 분석한다. 제3장 설비과잉 해소는 중국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
진했던 철강, 석탄 분야를 위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부채 레버리지
축소와 관련하여 추진 현황을 분야별, 소유제별(국유, 민영) 등으로 나누어 분
석하고, 기업부채 리스크에 대해 평가한다. 제5장은 기업원가 절감을 살펴본
다. 기업원가 절감과 관련하여 중국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 거래비용 절감 추

4)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
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의미하며, 좀비기업, 강시(僵尸)기
업, 부실기업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됨, 본 보고서에서는 한계기업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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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원가 절감 효과에 대해 평가한다. 제6장은 신성장동
력 창출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한다. 신성장동력 창출은 중국정
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 중인 중국제조2025(제조업 고도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 융복합), 대중창신 만중창업(혁신창업)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제7장은 평가 및 시사점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중점업무를 각 분야별로
경제 구조조정 및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평가ㆍ분석하고 중국 공급 측면 구
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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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3. 특징
4. 소결

1. 추진 배경
본 절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
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경기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1978년부
터 2008년까지 중국경제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경기상승과 경기
하강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을 경험하였고,5) 2008년 이후 경기둔화 추세를 보
이면서 2012년에는 6~7%대의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다. 1989~90년에는
천안문 사태로 인하여 급속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1992~94년 덩샤오핑의 남
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확정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개발구(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
서의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이 심화되어 경기과열을 야기하였다. 경기과열에 대
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조치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의 영향으로 1998~2000년 경제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01년 중
국이 WTO에 가입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해외자본 투자유치와 대외 수
출이 빠르게 증가했고 2007년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경기둔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6~7%의 중속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경제가 처한 형세를 판단하면서 ① 경제
성장 속도가 고속에서 중속으로 둔화되고 ② 구조조정 진통이 극심하며 ③
2008년 시행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3가지 어려움이 겹친 시기
(三期疊加)’라고 규정하였다.6)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경제가 처한 3
5) 이장규 외(2016), p. 27.
6) 新华网(2014. 2. 22), 「十八大以来习近平同志关于经济工作的重要论述」, http://www.xinhua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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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발전전략으로 기존의 투자ㆍ수출 주도,
내수(소비) 주도 등 총수요 위주의 발전전략과 대비되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
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생산요소 시장 요인, 산업 요인, 금융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림 2-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1979~2017년)
(단위: %)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1. 30).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과정은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활동과 생산요소를 통제
하였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으로 생산, 분배, 유통 등 일부 경제활동을 이양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
환 과정에서 급속한 시장화, 민영화, 민주화를 추진하였던 것과 달리 중국은 정
부가 주요 기간산업과 생산요소에 대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시
장화,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중국 공산당 1당 위주의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politics/2014-02/22/c_126175088.htm(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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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계획경제와 비교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경제주체의 경제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분권화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경제권한을
이양하여 경제적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급속한 도
시화와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각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기초 인
프라와 부동산 건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은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로 부상하였다. 대규
모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 국유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되었고 ‘지방정부-(지방)국유기업-(지방)국유은
행’으로 연결되는 국유부문 주체가 투자 주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였다. 반면에 중국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동기와
GDP 위주 평가기준에 의한 정치적 동기가 맞물려 GDP의 양적 증가를 최우선
의 목표로 삼고 맹목적인 투자 확대를 추구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경쟁이 심
화되고 중복 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가 확대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
중국 개혁개방 30여 년간 경제성장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국유부문
위주의 성장모델은 중국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2008년에 중국정부
가 시중에 공급한 4조 위안의 정책자금은 국유부문 주체를 통해 대부분 부동산
과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유부문이 확대되고 민영부문이 축소
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재발하였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
투융자플랫폼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주로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였
고,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등 전통산업 분야의 국유기업은 극심한 설비
과잉 상태에 빠져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즉 정책자금이 경제성장과 고도화에
유리한 부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분야로
투입되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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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 지방정부의 행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자료: 저자 작성.

공급측 구조개혁은 2008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중국 특색 사
회주의 시장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모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처한 주요 구조적 모순인 △ 국유부문의 비효율성 증대 △ 국유금
융의 리스크 확대 △ 기업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 민영경제 고도화
부진 및 신성장산업 부진 △ 부동산 재고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거시
발전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3. 중국 국유/민간 부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비교

자료: Davis(2017), p. 2, https://personal.vanguard.com/pdf/ISGMMRAI.pdf(검색일: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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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 산업별 국유기업 비중

자료: Davis(2017), p. 2, https://personal.vanguard.com/pdf/ISGMMRAI.pdf(검색일: 2018. 11. 30).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한 배경 중 거시정책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공급측
구조개혁 중 ‘공급측’은 경제학 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총공급을 의미하는 것
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투자, 수출, 소비 등 총수요
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공급측 개혁이란 기존의 투자ㆍ소비ㆍ수출 등의 총수요
진작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력ㆍ토지ㆍ자본ㆍ제도ㆍ기술 등 공급측 요
소의 개혁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급이 수요 변화에 따
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측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7)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관리 위주로 운용되었다. 1979~97년까지는 GDP와 CPI가 큰 폭의 등락을 반
복하면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긴축적 거시정책을 반복하여 운용했던 바 있다.
1998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가 초과수요 상황인 판매자 시장에서 벗어나

7) 쉬동쓰(2017), pp.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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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의 상품이 유효수요가 부족한 초과공급 상황을 보이는 구매자 시장으
로 전환되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하반기부터 2002년
까지 시행한 중국정부의 유효수요 확대 정책은 2003~07년까지 두 자릿수의
고속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역주기성 거시경제정책은 운용
과정에서 정책의 비대칭 효과로 인하여 산업구조, 지역구조, 기업구조, 금융구
조 등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 시
행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지방정부-국유기업-국유은행의 국유부문 전달
경로를 따라 부동산,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와 전통산업의 설비과잉을 야기
하였다.

그림 2-5. 중국 거시경제정책과 구조 문제 발생 경로

자료: 저자 작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중국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
책은 중국경제에 축적되었던 구조적인 모순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경제발전 방
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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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통화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부양책을 시행하
였다. 이와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해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
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가전하향(家電下鄕)’, ‘기차하향(汽車下鄕)’ 등의 정
책도 시행하였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008년(9.6%)과 2009년(9.2%)에 한자리로
떨어졌던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3%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2011년
9.3%, 2012년 7.7%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중국경제는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경기부양책으
로 줄곧 활용했던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조절 정책은 중
속성장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총수요 확
대 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은 비효율적이고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국유부문의
무효공급을 양산하여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기존의 투자ㆍ수출 주도 경제성장 모델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내수 주도 성장모델 등 총수요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운용이 중국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신창타이’ 시대
에 적합한 새로운 거시경제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정책 기조가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바탕
으로 노동, 자본, 자원 등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요소투입형 성장모델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 시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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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화에 따라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급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풍부한 노동력 제공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
성하는 데 기여한 이른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가 소진된
점은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즉
15~64세 구간 인구의 비율은 이미 201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그 절대 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8) 이는 중국정부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한 출산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부원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이 ‘루이스 전
환점’9)에 도달하였다고 진단했다(그림 2-6 참고).10)11)
그림 2-6. 중국 경제성장률과 도시지역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 추이

자료: RIETI(2014), “China’s Income Gap Begins to Narrow,” https://www.rieti.go.jp/en/china/14082701.html
(검색일: 2018. 12. 30)에서 인용.

8) 이장규 외(2016), p. 62.
9)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은 197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더 루이스가 제기한 개
념으로 개발도상국은 농촌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
는 시점에서 노동시장이 농촌 잉여노동력 고갈로 인하여 초과수요에서 초과공급으로 전환되고 임금이
급등하여 성장이 둔화되는 변곡점을 의미함.
10) 中国党政干部论坛(2010. 9. 22), ｢蔡昉：迎接“刘易斯拐点” 充分发掘人口红利｣, http://theory.
people.com.cn/GB/12794480.html(검색일: 2018. 12. 1).
11) 중국 노동시장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 데이터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
이 존재함.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동훈(2013), pp. 121~1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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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요소 시장도 개혁개방 초기의 자본 부족 상태에서 외자 유치, 국내자본
축적 등으로 인해 중국 1인당 자본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고속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1인당 자본
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2-7]에서 보듯이, 중국의 한계고정자본계수(ICOR)12)는 2008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본한계생산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중국 경제성장률과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추이

자료: FT(2018. 4. 4), “The Chinese economy is rebalancing, at last,” https://www.ft.com/content/
b54cda40-3659-11e8-8b98-2f31af407cc8(검색일: 2018. 12. 30)에서 인용.

기존의 중국 고속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시장의 변
화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했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
고 있다. 기존 노동시장 구조 또한 저렴한 임금에 의존한 노동력에서 탈피하여

12)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는 산출을 한 단위 늘리는 데 필요한
자본의 단위로, ICOR이 높을수록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져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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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높은 생산성을 지닌 인적자본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자본도
은행 위주의 배분구조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은 기존에 국유기업, 국유은행
과 지방정부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었던 노동, 자본, 토지, 자원, 기술 등
생산요소의 배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조정 조
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제기되었다.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산업적 요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래 수출ㆍ투자 주도형 발
전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
적 산업이 빠른 발전을 보였다. 또한 거대한 인프라 및 도시 건설 수요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으로 인하여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등 전통
산업도 매우 빠른 발전추세를 보였다.
중국 내수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소비가 다양해지고 소비구조가 고도화되
었지만, 중국 국내 산업은 여전히 중저기술 제조업에 머무른 탓에 중국의 고급
소비는 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들에 의해 충족되었다. 중국
의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전통산업에서도 지방보호주의, 연성 예산 제약, 자금
조달 용이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방만한 경영이 고착화되
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시 시행한 대규모 부양책은 새로운 국진민퇴의 재현과
국유기업의 공급과잉을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 공업 생산자물가지수
(PPI)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4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
고 공업기업 총순익도 크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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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추이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1. 30).

공급측 구조개혁은 국유부문의 심각한 설비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산업
의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중국의 자금과 생산
요소가 비효율적인 국유 전통산업에 집중되었던 탓에 민영기업 발전과 제조업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철강, 석탄, 시멘트 등
공급과잉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
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정책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시행은 국가 경제와 사회에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
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국유기업 생산과잉 문제 해결, 부동산 자산 가격 안정
화, 기업부채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지방정부 재정
개혁 등 궁극적으로는 실물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물 개혁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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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중국 실물-금융 간 리스크 전이 연결경로

자료: 저자 작성.

이 연결고리가 제도권 내에서는 자산관리상품이고, 제도권 외에서는 P2P,
인터넷 금융 등 그림자 금융이다. 특히 자산관리상품은 그림자 금융으로 지적
되어 금융 리스크에 포함되었으나 중국 금융당국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
는데, 이는 1행 3회로 분야별로 나누어 금융관리가 시행되는 중국 금융감독 시
스템 문제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은행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신
탁회사를 운영하거나, 보험사들이 자회사로 펀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분야별 금융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공백을 이용한 자산관리상품이 판매, 운영되
었다. 또 하나는 판매되는 자산관리상품이 대부분 원금보장을 약정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금융권이 떠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2017년 7월
금융공작회의 참석해서 1행 3회 상위 슈퍼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지시했고 그
결과 11월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는 첫 번째 업무를
자산관리상품 규제, 두 번째 업무를 온라인 대출 규제로 시작하였다. 요컨대 중
국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공급측 구조개혁(실물부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과 금융 간 연결
고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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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중국 전통산업의 설비과잉은 글로벌 상품 가격을 왜곡시키고 세계 주요국의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중국정부가 철
강, 석탄, 조선 등 설비과잉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태되어야 할 한
계기업을 연명시키면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자국의 관련 산업과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비난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WTO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국정부에 국유기업에 대
한 보조금 지급 중단과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설비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통
한 초과 공급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주요 국가의 수입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해외수출 경로가 제한됨에 따라 설비과잉이 심화되고 관련 기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통한 설비과잉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국내적으로도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환경보호 강화
등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조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즉 공급측 구조개혁은 전통
산업에 대한 국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중국의 거시경제 발전전략은 크게 3개 시기로 구분된다. 우선 1992년 덩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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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2001년 WTO 가입을 거쳐 2008년까지는 투자ㆍ수출
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했다.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시화와 공업화 초기 단계
는 대규모의 도시, 교통, 에너지, 산업단지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 수요가 급증
하는 시기로 대규모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한 시기이다. 또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동부 연해안 지역에 임가공 생산설비를
조성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방식을 추진하여 글로벌 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2008년 중국정부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조 위안의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하였다. 또한 대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2.5개년계
획기간(2011~15년) 동안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
비를 진작하는 내수(소비) 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 단기 소비
부양책으로 가전 하향, 자동차 하향, 이구환신 등을 실시하였고, 최저임금의 가
파른 인상, 사회보장 확대, 서비스업 육성 등 소비 촉진정책 또는 소비구조 전
환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주민 소득 수준은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고 그 효
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2011년부터 경기가 둔화되고 경제성
장률이 8%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부터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
이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 소비, 수출 등 총수요 관리 위주의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창타이 시대 진입과 함께 구조적인 모순 해
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개혁의 목적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의 최적화를 실
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 경제성
장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새로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
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고속성장을 이룬 조방형
(粗放型) 성장모델(대규모 투자에 의존하여 GDP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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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방식)이 더 이상 중국 경제ㆍ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여 산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만 과거와 같은 인프라 투자 및 제조ㆍ건축업의 양적 팽창 없

표 2-1. 중국의 시기별 거시경제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시기

2001~08년

경제성장전략 수출, 투자 주도

2008~12년
내수(소비) 주도

-도시화, 공업화 고속
진행 단계로 인프라,
시대적
특징

이후 대외 리스크 대응
-대외수요 감소와 중국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글로벌 경기 호황

생산요소
비교우위

-토지 +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조적

소비 주도로의 전환

모순 축적 및 심화

-인건비, 지가 상승으로
생산비용 증가

외국자본 유치

-가전하향, 이구환신 등
소비부양책은 단기효과에

확대(국진민퇴)
-공급과잉, 중복투자

그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수요 공급
관계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개발구 건설
-외자 투자유치

주요 정책

-임가공 수출 모델
-WTO 가입 후

-공급과잉, 수요부족

경제성장
모델

-중저기술 분야 공급의

-고 생산비용으로 기술 및 제도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
-설비과잉 해소 및 디레버리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영기업의 위축과 자금난이
심화됨.
-전통산업: 공급과잉
-첨단산업: 공급부족

-도시, 인프라, 부동산 투자
수요 확대
-가전, 자동차 소비 촉진

-한계기업 퇴출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

수출시장 확대
주요 수단

-2008년 부양책의 부작용으로

-공급과잉, 국진민퇴 등 심화

-국유부문
부작용

신창타이 진입
-공업화 후기단계 진입

주민 소득 증가에 따른

시대(대외수요 충분)
-저렴한 노동력

공급측 구조개혁
-2010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글로벌 금융위기(2008)

부동산 수요 급증
-WTO 가입(2001)과

2012~현재

-내수, 외수 등 수요의

양적 확대

양적 확대

-요소투입형, 양적 성장모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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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양적 조절 및 질적
향상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모델

이도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중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업 분야의 생산과
잉, 실물경제의 과도한 레버리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장 매커니즘이 자원 배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
토록 하여 중국경제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13)
이러한 목적하에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에 의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3.5개년 계획기간의 거시발전전략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에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추진 업무를 발표하였다. 5대 중점업
무로는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을 제시하였다. 2017년은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선정
하여 5대 중점추진 업무 중 전통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설비과잉
축소를 추진하였다. 철강, 석탄 분야의 생산량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철강 및 석탄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 개선의 성과를 보였다. 부동산 재고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성과가 차이를 보였는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증해 부동산 억제책으로 전환되었
고, 중소도시의 경우 재고량이 여전히 많아 재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2017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8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 추진
업무를 좀비기업 퇴출(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
원가 절감 등 3가지로 재정립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는 금융리스크 관리 강
화, 기업원가 절감 등이 중점 추진되었다.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유동성 공급, 좀비기업 퇴출 지연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간 듯 보였으나 중
국정부는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해 구조조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9년 중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미중 통상분쟁이다. IMF, OECD,
ADB 등 세계 주요 기관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하방압력이 작용하여 2019
13) 쉬동쓰(2017), pp.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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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2018년보다 낮은 6.2~6.4%로 하락하리라고 전망하였
다. 2016~18년까지 공급측 구조개혁은 설비과잉 해소와 부동산 재고 해소 분
야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2019년에는 중국 경기둔화와 함께 좀 더 본
질적인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인민대학 Liu Yuan Chun(刘元春) 부총장은 2019년 중국경제 형세에 대
해 △중국 경제성장이 아직 바닥을 다지지 않았고 △이제 막 본질적인 구조조
정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국유부문에서 민영부문으로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
이 막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면서 지난 3년간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다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14)

나. 주요 내용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개최한 중앙경제공장회의에서 시진핑 중
국 총서기가 최초로 거시경제 발전전략으로서 제시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경제발전의 신창타이(중속성장)에 적응하기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하는 동시에 설비과잉 축소, 재
고 축소, 부채 축소, 생산비용 감소, 취약부문 보완을 통해 공급체계의 질과 효
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공급측 구
조개혁을 강화하여 무효하고 저급한 공급을 축소하는 동시에 유효하고 중고급
의 공급을 확대하여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5)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이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효공급 축소 △유효공급 확대라는 2가지 내
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효공급 축소는 다시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14) 中国证券报(2018. 12. 1), ｢新一轮供给侧结构性改革窗口期出现｣, http://www.cs.com.cn/xwzx/
jr/201812/t20181201_5899328.html(검색일: 2018. 12. 8).
15) 刘卫红(2016), pp,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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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기업부채 축소 등 3가지 중점과제를 포함하며, 유효공급 확대는 △기업
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기존 중
국경제의 주요 경제주체인 국유기업 위주에서 민간기업으로 공급측 경제주체
전환도 도모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이를 △한계기업 퇴출(破) △신성장동력
육성(立) △기업원가 절감(降) 등 3개 분야로 재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2. 공급측 구조개혁의 시기별 중점과제 분류

주요 분야

무효공급 축소
(減法)

유효공급 확대
(加法)

철강, 석탄, 시멘트, 태양광
등 설비과잉 산업, 중소도시
부동산 재고
첨단산업, 서비스업, 신산업,

5대 중점과제(2016~17년)

3대 중점과제(2018년)

설비과잉 해소(去産能)
한계기업 퇴출(破)
기업부채 축소(去杠杆)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

기업원가 절감(降成本)

기업원가 절감(降)

취약부문 보완(補短板)

신성장동력 육성(立)

대도시 공공주택, 교육, 의료,
기초 인프라, 환경보호

자료: 저자 작성.

공급측 구조개혁은 거시경제, 산업, 고용, 과학기술, 금융, 사회관리 등 다양
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중점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왔다. 2016년 공급측 구조개혁이 시작되는 시기
에는 전통산업의 설비과잉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철강, 석탄 분야
의 국유기업은 설비과잉이 심화되어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의
설비과잉으로 인해 글로벌 철강, 석탄 가격이 왜곡되었고 미국, 유럽 등의 국가
에서 중국산 설비과잉 산업의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설비과잉 축소를 최우선적으로 추
진하였다. 부동산 재고 축소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는데 2015년 말부터 중
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재고가 해소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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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상
황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대도시에 대
해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소도시의 경우 여전히 부동산 재고
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부동산 재고 해소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에는 기업부채 축소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해외 각 기관
에서는 중국의 높은 기업부채 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 리스크 발
발을 경고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기업부채 축소와 그림자 금융 관리감독 강
화 등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철강, 석탄 등 분야에
서의 설비과잉 해소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보였다. 2018년에 중국정부는 대규
모 감세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기업 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했고, 첨단기술
업종 면세 혜택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지원하였다. 중국 대규모 감세정책의 대
외 배경을 보면 세계 주요국에서 실시하는 감세정책에 대응하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중 통상마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측면도 있다. 2019~20년에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효공급 축소와 관련된 업무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와 강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며, 유효공급 확대와 관련된 기
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시기별 중점업무 우선순위
2016

2017

2018

2019(E)

2020(E)

1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2

부동산 재고 축소

설비과잉 축소

기업부채 축소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원가 절감

3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부채 축소

기업부채 축소

4

취약부문 보완

취약부문 보완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설비과잉 축소

5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부동산 재고 축소

주 : 1) ‘1~5’는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1’은 최우선 순위를 의미함.
2) 2019~20년은 예상 순위임.
자료: 2016년은 EIU(2017) 참고; 기타 연도는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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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중국 특색의 거시경
제 발전전략이다. 신창타이 시대에 처한 중국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
관계에 기반한 이론으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된 공급주의 학파의
거시경제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제2의 개혁 조치로 기존의 공급관리, 국유기업 개혁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중국정부가 총수요 관리정
책을 시행하면 중국 국유부문에서는 ‘유동성 공급 → 과잉생산, 중복투자 → 억
제 → 급격한 위축’이라는 일련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거시경제가 급
등락을 반복하였다. 기존에도 이러한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전통산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지속 추진, 비효율적(조방적) 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조
하였으나 국유기업, 지방정부의 비협조 또는 저항으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하였
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인 모순(국진민퇴, 전통
산업 공급과잉, 부동산 재고 축적 또는 거품 등)이 축적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정책자금이 이러한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공급측
구조개혁이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기초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
리즘의 공급주의학파 정책과 달리 혁신과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중심으로 한
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개혁은 정부
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전학파(공급 중시) 경제학에 근거
한 것으로, 케인즈 학파(수요 중시)가 당시의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53

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다. 반면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국가의 관리능
력 향상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경제발전의 체질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6)
레이건과 대처의 개혁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도입된 반면,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미국 레이건 정부의 공급주의 정책 시행 당시에는 시장 매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성숙되어 세금감면 등의 단순한 시장 활성화 정책만으로도 기업의 혁신을 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경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
므로 세금감면 등의 조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에 역부족이
며, 경제 전반에 걸친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서만이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 2-4.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과 레이건-대처 공급주의 정책 비교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

중속성장 시대 진입
배경

(경기둔화+디플레이션)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

설비과잉 심화, 국진민퇴 등 구조적

(경기침체+인플레이션)

문제 심화
이론적 근거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 향상

정부 규제와 간섭 축소

일련의 전면적 개혁조치

세금감면, 규제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사회복지 삭감(작은 정부)

주체

정부 + 시장

시장

정부와 시장간

생산요소 배분에서 시장 역할이

거시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감소,

관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인도

자유시장경제 지향

정책 수단

파급 영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대규모 실업 발생,

실업 방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하락

자료: 쉬동쓰(2017), pp. 99~1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16) 쉬동쓰(2017), pp.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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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17)
종합해보면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는 거시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지향한 반면,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
부의 간섭 최소화와 시장의 결정적 역할 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거시경제 조
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대처 정부의 공급 개혁 여파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저소득층의 생
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용인하지
않고 오히려 실업을 비롯한 민생 문제를 개혁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로 인식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 내용 중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부분이 포함된
것도 미국과 영국의 공급주의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 간의 불균형 해소와
총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경제ㆍ산업 고도화를 도모한다. 즉 공급측
구조개혁은 무효공급 축소, 유효공급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과 경제ㆍ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정책 수단에는 거시경제정책, 국유기업 구조조
정 정책, 산업 고도화 정책, 부동산 정책, 고용 정책, 인적자본 개발 정책, 세제
및 가격 정책, 사회보험 정책, 교육 및 혁신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등이 포
함된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업무와 관련된 주요 과제를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면 [그림 2-10]과 같이 정리된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다양한 과

17) 위의 책,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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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정책 수단이 있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기별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업
무의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또한 2018년에 공급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업무
중에서 부동산 재고를 제외하였듯이,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중점
업무가 조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한다. 중국 개혁개방 30년간 경제성장의 속도
와 양적 증가를 추구한 발전전략이 투자ㆍ수출 주도, 내수(소비) 주도 발전 전
략이였다면, 2050년까지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는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이 공급측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0.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와 관련 정책

자료: 이장규 외(2016), p. 8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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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 전개 과정, 주요 내용, 특
징 등을 분석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은 △중국의 체제적 요인 △
거시경제 정책적 요인 △생산요소 시장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 요인 △대
외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ㆍ수출 주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소비) 주도’로의 거시경제 발전전략 전개 과정과 신창타이
시대 진입 이후 공급측 구조개혁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을 미영 공급주의 학파의
정책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제기된 거시경제 발전전략이다. 지난 개혁개방 이후 빠
르게 전개된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투자, 수출, 내수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
이 한계점을 노정하게 되자 질적 발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
을 제기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총공급 측면 개혁 추진 시 시장
화, 정부 규제 완화, 감세정책 등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에 있어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정부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였다면, 중국의 공급측 개
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산요소를 정부 주
도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배분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질적 발전을 통해 2050년까지 중국을 강대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선순위가 변동을 보이고, 개혁의 속도와 강도도 조절하면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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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은 다양한 현안들이 추
진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장 수요보다
초과 공급된 ‘무효한(쓸모없는) 공급을 축소’하고 시장 수요에 못 미치거나 미
래 수요를 창출하는 ‘유효한(필요한) 공급을 확대’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2015년 공급측 개혁이 제기된 이래 가장 강도 높고 시급하게 추진된 업무
는 △석탄, 철강 등 공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감소 등 무효
공급 축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물경제의 둔화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
였고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3장부터 제6장에 걸
쳐 공급측 구조개혁의 각 중점과제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과 제4장에서는 중국정부가 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
부채 축소를,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중국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기업
원가 절감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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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은 다양한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복
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간략하게 보면 크게 시장 수요보다 초과공급된 ‘무
효한 공급을 축소’하고 시장 수요에 못 미치거나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유효한
공급을 확대’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석탄, 철강 등 공
급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감소와 같은 분야에서의 무효 공
급 축소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물경
제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므로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고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정부가 단기 과제로 추진한 공급과
잉 해소 및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중국의 설비과잉 관련 연구는 2016년을 전후로 체계적이고 활발히 이뤄졌
다. 주로 설비과잉 현상이 나타난 배경, 주요 산업의 과잉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杨振(2017)이다. 杨振(2017)은 설비과잉 발생 원인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논
의를 소개하고 철강ㆍ태양광ㆍ시멘트 산업의 설비과잉 현황 및 발생 원인을 설
명하는 한편, 기존 설비과잉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 분석하였다. 설비과잉의 여
러 원인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자료로는 李平, 江飞涛, 曹建海(2015),
赵靜(2014), 顾振华, 陈强远(2017)가 있다. 李平, 江飞涛, 曹建海(2015)는 보조
금에, 赵靜(2014), 顾振华, 陈强远(2017)는 중앙ㆍ지방 간 구조적 관계에 초점
을 맞춰 중국의 설비과잉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
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王志伟(2015), 国家行政学院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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济学教育研究部课题组(2014) 등 여러 자료가 중국 설비과잉의 배경 및 특징,
이로 인한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 연구는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정책 추진 동향을 소개하는 이슈 분석 형
태의 자료가 대부분이다. KIEP(2016)은 2016년 상반기까지의 중국 설비과잉
해소 정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추진 배경 및 전망을 분석하였다. 지만수
(2016a)는 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철강ㆍ석탄 설비과잉 정책의 특징과 효용
성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 POSRI에서 이슈 리포트의 형식으로 철강, 석탄 분
야의 중국 설비과잉 정책 동향 소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심상형 2017,
2018a; 조윤택 2016; 추지미 2016 등).
기타 외국의 연구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슈분석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
다.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16)는 중국 설비과잉의 다양
한 원인을 소개하며 조강ㆍ전해질 알루미늄ㆍ시멘트ㆍ화공ㆍ정유ㆍ판유리ㆍ
조선ㆍ제지 분야의 설비과잉 현황 및 중국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EIU(2017)는 중국의 공급측 개혁 동향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보고서에서
설비과잉 문제를 한 분야로 다루며, 발생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해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과 발생 원인, 설
비과잉 해소 정책을 살펴보고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공급측 개
혁이 시작된 2016년 이후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분야로는 최근 주요
설비과잉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6대 산업(석탄ㆍ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
판유리ㆍ조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특히 설비과잉 해소 정책이 활발
히 추진되고 있는 철강ㆍ석탄산업에 주목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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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설비과잉(产能过剩, overcapacity)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으
나 주로 생산설비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높아 생산설비 가동이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생산능력 과잉’으로도 불린다.18) 수요보다 생
산이 많은 상황을 가리키는 과잉생산(产品过剩, overproduction)과는 의미
가 다르나 설비과잉이 종종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혼용되기도 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설비과잉이 ‘중복 건설ㆍ과도한 투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
이기도 한다.19) 설비과잉은 상품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켜 기업 이
윤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직원임금과 재정소득 하락,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
융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설비과잉 수준은 주로 기업 및 업종의 잠재 설비 대비 실제 생산량을 뜻하는
‘설비 이용률(产能利用率, capacity utilization rate)’로 판단하며, 설비가동
률, 성장률 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 재고 및 가격 추이, 기업부채 등의 지표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20) 설비 이용률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계
산법이 없어 설계용량(设计生产能力, design capacity) 대비 실제 생산액, 역
대 최대 생산액 대비 실제 생산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21) 설비
이용률이 어느 정도일 때 과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자마다 기준
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80% 이하인 경우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며, 중국의
18)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225&cid=40942&catego
ryId=31912(검색일: 2018. 5. 31); OECD 통계 용어사전, https://stats.oecd.org/glossary/deta
il.asp?ID=3209(검색일: 2018. 5. 31).
19) 杨振(2017), p. 10.
20)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pp. 1~3; 한국은행(2013), pp.
3~4.
21)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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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로 75%를 과잉 판단의 기준점으
로 삼고 있다.22)
공개된 데이터로 중국의 설비과잉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개 데이터가 적고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공급측 개혁과 관련된 정책문건 및 일부 협회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설비 이용률이 비정기적ㆍ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수치는 일
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통계
국은 2016년부터 공업분야 9만 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16개 주요 업종의 설비 이용률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통계국은 설비 이
용률을 ‘생산능력 대비 공업총생산액’으로 설정하고, 생산능력을 ‘노동력ㆍ원
자재ㆍ연료ㆍ운수 등의 공급이 보장되고 생산설비가 정상가동하는 상태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ㆍ실현 가능한 생산량’으로 정의내리고 있으나 구체적
인 계산법은 나와있지 않다.23) 중국 관련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CEIC
는 인민은행이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16개 주요 업종의 설비 이용률을 제공하고 있다.24) IMF, OECD 등의 데이터
베이스는 중국의 설비 수준을 정기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다.25)
이에 각 연구자들은 정부 문건ㆍ보도기사에 비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수치를
참고하거나, 내부적으로 입수한 통계수치 혹은 자체 개발한 추정치를 활용해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을 살피고 있다.26) 자료 제약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국가
22)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冯俏彬(2017); EIU(2017). 특
정한 설비 이용률로 설비 과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李平, 江飞涛, 曹建海(2015),
pp. 20~23.
23) 국민경제ㆍ사회발전 통계공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분기별 공업 설비 이용률 보고서 등에
일부 소개되고 있음. 中国国家统计局(2018), 「中华人民共和国201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
报」, http://www.stats.gov.cn/tjsj/zxfb/201802/t20180228_1585631.html(검색일: 2018. 8.
20); 中国国家统计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
tjsj/zxfb/201802/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24) 국가통계국의 업종, 수치와 동일함. CEIC 통계(검색일: 2018. 8. 30).
25) OECD는 철강산업 설비 데이터만 제공.
26) 이에 일부 수치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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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국, CEIC 등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 가능한 수치 및 다른 연구자들
이 산출한 수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 설비과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중국에서 설비과잉이 발생하게 된 데에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러 정책문건ㆍ보고
서에서 주로 지적되는 중국 공급과잉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표 3-1 참고).

표 3-1. 주요 정책문건ㆍ연구보고서의 중국 설비과잉 발생 배경
구분

주요 발생 배경
- 기업의 시장 낙관 및 맹목 투자

中国国务院
(2013)

- 낮은 산업집중도, 조방적 발전방식으로 인한 무질서 경쟁 및 중복투자
- 지방정부의 GDP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 유치, 혜택 제공
- 투자 관리감독시스템 미비로 생산요소가격 왜곡 및 낙후 설비 퇴출 미흡
- 경제발전단계 전환기 국내 수요 감소와 맞물려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国务院发展研究中心 - 기업의 시장 낙관 및 맹목 투자
(2015)

- 지방정부의 GDP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 유치, 혜택 제공
- 기업퇴출 시스템 미비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16)
EIU(2017)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 국유기업의 이윤 보존
- 지방정부의 GDP 성장을 위한 무분별한 투자 유치, 혜택 제공
- 낮은 진입장벽 및 환경ㆍ보건ㆍ안전 분야 법적구속력 미비
- 고용ㆍ세수 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비적극적 산업 구조조정
-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조치와 같은 투자ㆍ수출 주도형 성장모델

한국은행
(2013)

- 지방정부의 GDP 성장 중심 발전전략
- 국유기업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및 무분별한 투자
- 낮은 생산요소 및 에너지 가격

일본통상백서
(2018)

- 중국정부의 보조금

자료: 中国国务院(20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5. 22);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
组(2015);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16); 한국은행(2013); 한일경제협회(2018); 「중국 철강 과잉생
산, 정부 보조금 때문-日 통상백서」(2018. 6. 18), https://news.joins.com/article/22723627(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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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둔화되면서 철강, 석탄 등
중국 주력 수출품목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투자
주도형 경기부양을 위해 4조 위안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에 건설 투자
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계ㆍ건자재 등 분야의 설비 투자가 늘어 설비과잉을 초
래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
정자산투자는 2014년까지 매년 15~30% 증가했다.

그림 3-1.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005~17년)

주: 2016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배열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tjsj/zxfb/20
1801/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둘째, 기업의 시장 낙관 및 맹목적인 투자이다. 이는 린이푸(林毅夫)가 처음
으로 제기한 것으로, 선진국의 성공 경험을 보고 성장한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시장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유망해 보이는 산업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로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설비과잉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
이다.27)
27) 林毅夫, 巫和懋, 邢亦青(2010),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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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 혜택 제공 행태이
다. 이는 중국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여러 보고서에서 지적
되며 특히 외국의 보고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기간 GDP 성장률은
중국 지방정부 관료의 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에 지방의
관료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 GDP 성장률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었고, 이를 위
해 투자 기업에 △ 법인세 등 세금 감면 △ 공장부지 헐값 제공, 사회보험료 징
수 연기 △ 보조금 지급 △ 자원개발권 부여 △ 환경오염 및 안전 관련 기준 완
화 등의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다.28) 이는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며 충분
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무분별하게 중복 투자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설비과잉이 나타나게 된다.
넷째, 미흡한 기업 퇴출 시스템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기
업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퇴출ㆍ인수합병 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미비한 제
도, 지방정부와의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부실기업 퇴출이 순조롭지 못하
다.29) 중국 지방정부는 국유기업 경영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피하고 주민 취업
률을 유지하고자 은행이 부실 국유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 기업
이 퇴출되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한다.30) 개인파산제도가 미비하고 파산 절차
에 관여하는 법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민영기업 역시 청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31)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필요한 공상등기(工商登记) 변경, 각종 허가증
명의 변경, 신규 발급 등 행정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각 지방마다 관련 정
책이 다르기도 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퇴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32)
다섯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부족이다. 국유기업이 공정한 경쟁 없이 오랜
28)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말 지방정부가 기업 및 투
자자에 무분별하게 제공해온 우대정책을 정비ㆍ규범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본 정책에 따라 우대정책을 정비하게끔 하였으나, 지방정부의 반발로 시행일이 무기한 연장되기도 함.
박진희(2015), pp. 1~2.
29)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p. 4.
30) 지만수(2016b), pp. 8~9;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p. 4.
31) 지만수(2016b), pp. 8~9.
32) 国务院发展研究中心《进一步化解产能过剩的政策研究》课题组(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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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장을 장악해오면서 축적된 폐단이 설비과잉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2002~03년부터 민영기업이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국유기업이
주도하던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중 일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비
해 낮은 원가로 높은 이윤을 내기도 하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국유기업은
이득 보존을 위해 석탄협회ㆍ철강협회 등의 조직을 동원해 정부ㆍ대중에 설비
과잉의 위험성을 부풀리고 민영기업이 퇴출되게 만들었다.33) 또한 글로벌 금
융위기 후 중국정부의 설비 감축정책이 생산 규모가 큰 기업 보존에 중점을 둠
에 따라 대형 생산 규모를 구비한 국유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퇴
출되지 않고 생산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기업은 생존을 위해 생
산 규모를 확대하고 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민영기업의 설비가 오
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 결과 중국은 2014~15년 심각한 설
비과잉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34)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중국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심각한 설비과잉 문제를 겪었다. 제일 처음 과잉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말이며, 두 번째는 투자
과열이 심했던 2003년,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위기 후 최근의 과잉 문제가 시작
된 2009년이다.35) 이 세 시기에 중국의 산업 설비 이용률이 75% 이하로 떨어졌으
며, 이 중 2009년부터 시작된 최근의 설비과잉이 가장 심각하다(그림 3-2 참고).
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설비과잉이 두드러지는 공업 분야의 설비 이
용률 역시 2009년 최저점(73.1%)을 기록하였다. 이후 중국이 대대적으로 실
33) 2004년 민영기업 톄번(鐵本)강철이 106억 위안을 투자해 국유기업 서우두(首都)강철 2배 수준의 대형
철강공장을 세우려 하자, 중국 국무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ㆍ과잉
투자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임. 이는 사실 과잉투자가 아니었으며
국유기업과의 파워게임에 밀린 것이었음. 중국 전문가 A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34) 중국 전문가 A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35) 陈东琪(2017); 高晓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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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프라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설비 이용률이 잠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2009년
에 근접한 수준인 73.3%까지 떨어졌다(그림 3-3 참고).

그림 3-2. 중국의 산업 설비 이용률 변화(1990~2011년)

자료: 冯俏彬(2017, p. 115, 재인용).

그림 3-3. 중국의 공업 설비 이용률 변화(2006~17년)

주: 2017년 4분기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2006년부터의 설비이용률 변화 추이 그래프가 게재됨(공업 전체에 대한 수치만
나와 있고 각 업종별 정보는 없음).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tjsj/zxfb/20
1801/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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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 16개 공업 분야 설비 이용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통계국 수치
에 따르면, 2016년 절반 이상의 업종에서 설비과잉(이용률 75% 하회)이 나타
났다. △ 석탄 채굴 △ 발전 △ 비금속광물 제조 △ 장비 제조 △ 철금속가공업
△ 식품가공업 △ 화공 △ 의약 제조업 순으로 설비과잉이 심하며, 이 중 석탄
채굴업은 설비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과잉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7년 모든 업종의 설비과잉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석탄 채굴ㆍ발전ㆍ비금속
광물제조 3개 업종은 설비 이용률이 여전히 75%를 하회했다(그림 3-4 참고).
설비과잉이 두드러지는 8개 업종을 분석한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판유리, 정유(炼油)가 2008년 대비 2014년
과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강의 설비 이용률은 2008년 80%에서 2014
년 71%로 하락하였으며, 판유리와 정유는 각각 9%포인트, 14%포인트 하락하
였다. 시멘트, 알루미늄의 설비 이용률도 각각 2~3%포인트 하락하였다(표
3-2 참고).

그림 3-4. 중국의 주요 업종별 설비 이용률(2016년, 2017년)

주: 2016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배열함.
자료: 中國國家統計局(2018), 「2017年四季度全国工业产能利用率为78.0%」, http://www.stats.gov.cn/tjsj/zxfb/20
1801/t20180119_1575361.html(검색일: 2018. 8. 20).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 69

표 3-2. 중국 주요 업종의 설비 이용률(2008년, 2014년)

구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설비(억 톤)

6.44

11.4

18.7

31

0.18

0.38

6.5

10.46

생산량(억 톤)

5.12

8.13

14.2

22.5

0.13

0.29

5.74

8.31

설비 이용률(%)

80

71

76

73

78

76

88

79

구분

정유(炼油)

화공

제지

조선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2008년

2014년

설비(억 톤)

3.91

6.86

-

-

-

-

-

-

생산량(억 톤)

3.14

4.56

-

-

-

-

-

-

설비 이용률(%)

80

66

-

-

-

-

-

-

주: 1) 판유리는 단위가 ‘중량상자(重量箱)’임.
2) 설비 가동률(생산량/설비)로 설비 이용률을 계산한 것으로 보임.
자료: EU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16), pp. 16-33.

중국정부가 과잉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산업은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
타난다. 앞의 그림에서도 나타나듯 과잉 현상이 연도별로 변화하며, 전체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시정책 등의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정부가 과잉산업으로 주로 지적하는 분야는 석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업이며, 이 중 석탄ㆍ철강 분야의 과잉 문
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모두 [그림 3-4]에서 과잉 현상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는 △ 석탄 채굴 △ 비금속광물 제조 △ 장비 제조 △ 철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이다. 2013년 초에는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과잉 문제도 대두되었으나,36) 2013년 하반기 중국 국무원은 이들 신산업 분야
를 제외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5개 업종을 설비과잉 문제 해

36) 2013년 초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장핑(张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석탄, 철강, 시멘트, 알루미
늄, 판유리와 함께 신산업에 해당하는 태양광, 풍력발전 분야도 공급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았음. 그에 따르면 2012년 석탄, 철강 등 5개 전통 제조업 분야의 공급과잉은 70~75%이고, 태양광
과 풍력발전 분야의 공급과잉은 이를 넘어선 60%, 7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光伏产能
利用率不到60% 风机利用率不到70%」(2013. 3. 6), http://www.xinhuanet.com//2013lh/2013-0
3/06/c_132212555.htm(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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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필요한 주력 업종으로 공표하였다. 석탄도 이 때 제외되긴 했지만 2016년
철강과 함께 다시 과잉문제 해결 우선 분야로 지정되었다.37)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중국정부는 최근의 설비과잉 문제가 불거진 2009년부터 「설비과잉 및 중복
건설 문제가 있는 일부 업종의 건실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통지」, 「석탄ㆍ화
공산업 안정적 발전 추진을 위한 통지」 등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3년 10월 설비 이용률이 낮고 기업 이윤이 낮게 나타나
는 철강, 시멘트, 전해질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5개 업종을 주요 설비과잉 업
종으로 선정하고,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5년간 추진할 종합정책으로서 「关于
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동 종합정책은 △ 생산설비
의 맹목적인 확대 제한 및 불법 생산설비 정리 △ 낙후 생산설비 퇴출 △ 산업구
조 개선 △ 국내 시장수요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 △
정부관리ㆍ시장시스템 개선을 중점업무로 삼고, 각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제
시하였다(표 3-3 참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설비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설비투
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이 여러 산업을 한꺼번에 다루
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감독관리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한계기업 퇴출을 강력히 추진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낙후ㆍ과잉설비를
축소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시멘트 분야 외에는 퇴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38) 또한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장려하는 등 한계기업 퇴출 정책 못지않게

37) 中国国务院(2013), 「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 http://www.gov.cn/gongbao/
content/2013/content_2514934.htm(검색일: 2018. 5. 22).
38) 지만수(2016a),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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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요 증진을 위한 정책의 비중이 높았다. 이 때문에 고용 확대, 세수 확보
가 중요한 지방정부가 설비 과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업은 기존 설비
를 일부 줄임과 동시에 신규 설비를 더 많이 설립하기도 하였다.39)

표 3-3. 5대 설비과잉 업종 구조조정 방향(2013~18년)
구분

철강

시멘트

주요 구조조정 방향
-

- 2015년 말까지 설비 1억 톤 축소
- 고품질 시멘트 및 고성능 콘크리트 사용 확대, 저강도 시멘트의 등급번호 취소 및
생산 비중 감축
- 시멘트로(cement klin)를 활용한 쓰레기ㆍ폐기물 처리 지원
- 오염물 배출 기준 미달 생산라인 퇴출

전해질
알루미늄
-

판유리

조선

철강 설비 8,000만 톤 이상 축소
산둥, 허베이, 랴오닝, 장쑤, 산시, 장시를 중심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제철소 통합 및 도시지역 제철소 이전
강재 제품 생산 기준 강화, 철근 제품 분류 인증ㆍ표시 관리 강화
가공무역용으로 수입되는 강재에 대한 보세정책 취소

2015년 말까지 16만 암페어 이하 생산설비(预焙槽) 퇴출
2015년 말까지 규범 미달 설비에는 전기료 높게 책정
각 지역의 관련 우대정책 엄격 통제
차량 경량화에 알루미늄 제품 개발ㆍ응용 확대
수력ㆍ전력 풍부한 지역으로 공장 이전 촉진, 해외 생산기지 건설 장려

- 2015년 말까지 설비 2,000만 중량상자 축소
- 판유리의 제품 표준ㆍ규범을 조정하여 신규ㆍ리모델링 건물에 에너지 절감 기준에
부합하는 문ㆍ창문 사용, 저방사 코팅유리 사용 장려
- 생산라인 개조로 플로트판 유리 생산 비중 제고
- 허베이, 광둥, 장쑤, 산둥 등 생산 중심지 및 환경 민감지역의 구조조정 강화
-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지원, 산업체인과 핵심경쟁력 갖춘 기업 형성
-

항운ㆍ해양공정ㆍ어업ㆍ응급구조 분야 선박 장비의 국내수요 개척
수출 선박 신용대출 지원 강화,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해외 판매서비스기지 구축 장려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제품 연구개발 및 제조능력 제고, 해양개발 장비 수준 제고
산업 진입기준 제고, 진입기준 미충족 기업 및 1년 이상 수주 실적 없는 기업에
차별화 정책 적용
-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지원 및 산업집중도 제고

자료: 中国国务院(2013), 「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 http://www.gov.cn/gongbao/content/
2013/content_2514934.htm(검색일: 2018. 5. 22).

39) KIEP(2016),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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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중국 주요 설비과잉 업종의 설비량 추이(2007~17년)

주: CEIC에는 조선업의 설비 수치가 없으며, 석탄은 2011~16년 수치가 누락됨.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1. 30).

그 결과 [그림 3-3]에서 나타나듯 중국 공업 분야 설비 이용률은 2013년
75.8%에서 2015년 74.3%로 하락하였다. [그림 3-5]가 보여주듯 철강, 시멘
트, 알루미늄, 판유리는 2015년 설비가 모두 2013년보다 늘어났다. 조선업 역
시 2015년 1~10월 신규 선박 수주량이 전년동기대비 62.1% 감소하는 등 주
문이 급감하면서 밍더(明德)중공업, 좡지(莊吉)중공업 등이 부도를 선언하고 중
국 최대 민영 조선업체 룽성(熔盛)중공업은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
다.40) 철강의 경우 과잉 문제가 특히 심각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업 손실
이 심해졌다. 2015년 주요 강재 가격은 2008년(17~28%)보다 더 큰 낙폭(27~

40) 「중국 조선업 생산과잉 늪에 허덕여」(2015. 12. 8), https://csf.kiep.go.kr/news/M0010
00000/view.do?articleId=16187(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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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을 기록했고, 열연의 경우 톤당 가격이 2015년 12월 293달러로 2000년
1월 가격(283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중국철강공업협회(CISA) 101개 회
원사(중국 전체 조강생산 80% 차지) 중 적자기업이 2007~11년 7~8개에서
2012년 23개, 2015년 51개로 급증하기도 하였다(그림 3-6 참고).41)

그림 3-6. 중국 철강공업협회 회원사 이익 및 적자기업 수(2007~15년)

자료: 안병국, 최영훈(2016), p. 7.

중국기업이 수출을 통해 잉여 철강을 해소하려 함에 따라, 중국산 저가 철강
의 해외시장 유입에 반발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졌다. 미국은 전략경제대화
등의 양자대화에서 여러 차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고, 2016년
G20 재무장관회의 선언문에는 중국을 겨냥해 철강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촉구
하는 문구가 실리기도 하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 일부에서 중국
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짐에 따라, OECD는 2016년
초 비회원국인 중국을 초청해 ‘철강분야 공급과잉과 구조조정’을 주제로 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42)
41) 안병국, 최영훈(2016), p. 7.
42) 「철강 ‘중국발 공급과잉’ 해법 못찾아」(2016. 4. 1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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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중국 철강 무역액 및 세계 철강 가격 변화 추이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통계(검색일: 2018. 8. 20); OECD(2016), p. 5.

이러한 국내외 압력에 중국 중앙정부는 강력한 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열린 중앙재경영도소조 11차 회의 및 연이어 열
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에 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설비과잉 문제 해소가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2016년 1월
리커창 총리는 중국 최대 석탄산지인 산시성을 방문해 산시, 허베이, 네이멍구,
산둥 등 설비과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지방관료 및 석탄ㆍ철강 분야 대표기
업 관계자를 초청한 회의를 열고 2016년부터 추진될 설비과잉 해소 정책의 방
향을 설명하는 한편 각 관계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도부의 개혁 의지는 철강ㆍ석탄 분야 과잉 해소 정책이 발표되며 구체화되
었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철강과 석탄 분야 설비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안
을 담은 문건(「关于钢铁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关于煤炭行
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동 문건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과잉 해소 정책은 △ 철강ㆍ석탄 2개 산업에 집중 △ 구체적인

16041959141?nv=o(검색일: 2018. 8. 20); 「OECD, 철강 공급과잉 해소책 논의했지만 중국 반발로
합의 실패」(2016. 4. 19),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6041915171451006
95_1&md=20160419153031_K(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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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철강 분야 설비과잉 해소 주요 정책
구분

주요
임무

주요 내용

목표

-

2016년부터 5년간 조강 설비 1~1.5억 톤 퇴출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실질적 진전
산업구조 개선, 자원 이용효율 제고, 설비 이용률 합리화
고품질ㆍ첨단제품 공급 능력 제고, 기업 이윤 확대

설비
신규 확대
엄금

- 신규 철강설비 증설 프로젝트 불허, 이와 관련 각 지방ㆍ부처의 업무 제공
불허, 위법 건설 시 엄중 문책

과잉설비
해소

- 환경보호ㆍ에너지소비ㆍ품질ㆍ안전ㆍ기술 등 기준 미달 설비 퇴출
- 장려정책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 및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 해외로의 설비투자 및 생산 선도
- 철강설비 감축 시 제련설비 철거 의무화, 철거 어려운 경우 단수ㆍ단전 등을
통해 철저히 봉쇄, 성급 정부 홈페이지에 봉쇄 사실 공시

감독관리
집행 강화

-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전면 조사, 기준 미달 기업
엄격 처리 및 기준 미달로 운영 중단한 기업 생산허가증 무효화
- 제품 품질 관리 규정 강화, 생산허가증 미소지 기업 엄중 단속
- 한계기업 구조조정, 안전생산 현황 전면 조사 및 불량기업 블랙리스트 공표

산업
- 스마트 제조 촉진, 제품 품질 및 브랜드 제고, 첨단 제품 연구개발, 친환경
업그레이드
생산 확대
추동
지원금 확대

-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용 지원금을 마련해 각 지방의 공급과잉 감축 업무 추진
정도, 직원 재배치 상황 등에 근거해 지급

세수정책
개선

- 철광석 자원세 종가징수(从价计征) 개혁 가속화 및 증치세 공제 범위 확대
- 가공무역으로 수입하는 강재에 대한 보세 정책 취소

금융지원
확대

- 설비 감축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에 신용대출 지원 확대, 위법적으로 설비 신규
증설 기업에는 대출 중지
- 민간자본의 기업 합병ㆍ구조조정 참여 지원
- 기업의 은행 채무 상환 회피행위 엄격 단속

- 임금협상, 재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선도
직원 재배치
- 정년퇴직 5년 이하 남은 직원 조기 퇴직 시 기업이 생활비ㆍ사회보장비 제공
지원
- 직업 훈련ㆍ직업 소개 등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활동 촉진,
실업보험금 제공
토지자원
활용

- 설비 퇴출 후 지방정부에 반환된 토지의 양도(出让) 수입은 퇴출기업의 직원
재배치에 사용

자료: 中国国务院(2016), 「关于钢铁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http://www.gov.cn/xinwen/2016-02/
04/content_5039386.htm(검색일: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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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기준 마련 △ 신규 설비 증설 엄금 △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및 현황 보고
의무화 △ 위법설비 퇴출 및 인수합병 강조 △ 해고 근로자 지원 확대 및 1,000
억 위안의 특별 지원자금 제공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에 힘입어 각 지역ㆍ기업
표 3-5.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주요 정책
구분
목표

주요 내용
- 2016년부터 3~5년 내에 석탄 설비 약 5억 톤 퇴출, 약 5억 톤 감량ㆍ재편
- 탄광 수량 감축, 과잉설비 해소, 시장 공급수요 균형, 산업구조 개선

설비
신규 확대 엄금
낙후 설비
도태 가속화
과잉설비 퇴출

-

기업
개혁ㆍ구조조정 추진
산업 구조조정ㆍ
업그레이드 촉진
안전 생산
관리 강화
주요
임무

초과 생산 통제
위법적 건설
단속 강화
저품질 석탄
사용 통제
지원금 확대

-

-

금융 지원 확대

토지자원 활용

낙후 소형 탄광 및 자연보호구, 풍경명승지, 식수 보호구 내 탄광 즉시 폐쇄
연 설비 30만 톤 이하이자 중대 안전사고 발생 탄광, 연 설비 15만 톤
이하이자 안전사고 발생 탄광, 금지 채광법 사용 탄광, 기술개조 실시
불가능 탄광은 1~3년 내 도태
환경보호ㆍ품질ㆍ안전ㆍ기술 및 규모 등 기준 미달 탄광, 장기 적자, 채굴
정지, 사회보장비 미납 탄광 퇴출
국유 석탄기업 혼합소유제 확대, 국유자산 운영 효율 제고
대형 석탄기업의 중소형 기업 인수합병ㆍ구조조정 장려, 대형 석탄그룹 육성
3년 안에 각 석탄기업이 연 생산 규모 300만 톤 이상 되도록 노력
석탄ㆍ전력 일체화 발전 촉진, 대형 화력발전 기업과 석탄기업 간 주식 투자 인도
폐탄광 주변 지역에 풍력ㆍ태양광ㆍ농업 발전 장려, 석탄층 메탄가스 산업
발전 가속화

- 중대 안전 리스크 있는 탄광과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탄광 생산 중단

직원 재배치
지원

2016년부터 3년간 신규 탄광 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중단

-

기술개조 장려 -

탄광 설비 공시, 초과 생산 탄광은 생산 중단
2016년부터 연간 작업일 276일로 제한, 법정공휴일ㆍ주말 생산 금지
건설 수속 미비 탄광 생산 중단
기준 미달 탄광 생산 중단 및 개선 요구, 개선 미비 시 퇴출
유황ㆍ먼지 대량 발생 프로젝트 중단, 저품질 석탄 수입 제한
징진지ㆍ장삼각ㆍ주삼각 지역 저품질 석탄 판매ㆍ사용 단속 강도 강화
공업기업 구조조정 전용 지원금을 마련해 각 지방의 공급과잉 감축 업무
추진 정도와 직원 재배치 상황 등에 근거해 지급
임금협상ㆍ재교육ㆍ창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선도
정년퇴직까지 5년 이하 남은 직원 조기 퇴직 시 기업이 생활비ㆍ사회보장비 제공
직업 훈련, 직업 소개 등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활동 촉진,
실업보험금 제공
경영난이 있으나 개혁 추진과 시장 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핵심 석탄기업에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자본의 기업 합병ㆍ구조조정 참여 지원
기업의 은행 채무 상환 회피행위 엄격 단속
설비 퇴출 후 지방정부에 반환된 토지의 양도(出让) 수입은 퇴출기업의 직원
재배치에 사용
탄광기업 기계화ㆍ자동화 지원, 스마트ㆍ친환경 기술 및 선진장비 제조 확대

자료: 中国国务院(2016), 「关于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6-02/05/content_5039686.htm(검색일: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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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과잉 해소작업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표 3-4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경보호ㆍ기술ㆍ제품품질ㆍ안전 등에 관한 기
준을 설정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설비는 퇴출하도록 기준을 다양화ㆍ명확화
하였다. 이전에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거나 주로 생산 규모를 기준으
로 설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퇴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중소형 기업만 퇴출되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생산 규모
를 늘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대형기업 중에는 국유기업이 많으므로 국유기업
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30톤급 이하 제철 전
로(转炉) 퇴출’, ‘연 생산량 30만 톤 이하, 중대 안전사고 발생 탄광 퇴출’과 같
이 규모에 의거한 퇴출 기준도 있지만, ‘비기계화 탄광 퇴출’과 같은 기술적 기
준도 마련되었으며 「제철공업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상품탄 품질관리잠
정방법」, 「탄광안전규정」과 같이 명확한 법규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비는 모두 퇴출되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이 일부 설비를 퇴출하는 한편 신규 설비를 확대해 결과적으로 전
체 설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고자, 신규 설비 증설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각
지역과 관련 부처의 신규 철강 증설 및 탄광 개발 심사, 광업권 임대(出让)를 중
단하고, 위법적으로 신규 증설하는 사업에 금융기구의 대출을 막고, 용수 허가
증을 못 받게 하거나 하천 배출구 설치 작업을 못하게 막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불법 증설을 막았다.
다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설비는 증설할 수 있도록 ‘설비 치환(置换, 감축한
설비만큼 증설 허용) 제도’를 도입해 전체 설비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한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치환제도를 악용해 무
분별하게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철강의 경우 감축량 대 증설 허용량의 비중을
동부 연해지역 1.25:1, 기타 지역은 1미만:1로 제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의무 퇴출 대상 설비, 노후설비, 보조금이나 정부지원을 받은 퇴출 설비는
치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43) 철광석이 아닌 철스크랩(고철)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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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 공정시간이 짧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전기로(电炉) 설비 확대
를 위해 철강기업이 전로(转炉)를 퇴출하고 전기로(电炉)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1 비율의 치환을 허용하였다.44) 또한 석탄 분야의 경우 기업이 우수한 안전
생산 시스템이나 선진 생산시스템을 구비한 탄광을 개발하거나 석탄ㆍ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설비를 설립할 때에는 2:1 비율의 치환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
에 위치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에는 1.05:1 비율의 치환을 허용함으로써 치
환제도를 통한 기업 설비의 질적 발전과 인수합병을 촉진하였다.45)
셋째,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연도별 감축량을 설정하고 연도별 달성량을 공
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3~5년간의 감축량을
설정했을 뿐 연도별 감축량은 설정하지 않아 지방정부와 기업이 감축에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지방정부별로 연도별 감축량을 설정
하고 달성량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신속히 감축 작업에 돌
입하게 만들었다. 또한 목표치를 달성한 지방정부에는 지원금을 많이 배분하는
등의 이득을 주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 공
표해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에 더해 과잉 해소 상황을
각 지방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ㆍ정부화부
등 여러 부처가 수시로 감독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
역별 해소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인공위성을 통한 모니터링도 실
시하고, 퇴출 보고 후 재가동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단속하였다.46) 2016년 7월
43) 허베이(河北), 산둥(山东), 톈진(天津)은 치환을 못하도록 함. 工业和信息化部(2018), 「钢铁行业产能置
换实施办法」,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600692
7/content.html(검색일: 2018. 5. 22); 심상형(2018a), p. 18.
44) 중국은 2016년 전기로 조강생산 비중이 7.3%로 세계 평균(25.3%) 대비 매우 낮음. 「我国电炉炼钢现
状及产能置换影响」(2018. 5. 22), https://www.sohu.com/a/232546858_260944(검색일: 2018.
8. 20).
45) 国家发改委(2018. 3. 1), 「关于进一步完善煤炭产能置换政策加快优质产能释放 促进落后产能有序退出
的通知」, http://credit.xinhua08.com/a/20180301/1750781.shtml?from=singlemessage(검
색일: 2018. 8. 20); 国家发改委(2016), 「关于实施减量置换严控煤炭新增产能有关事项若干通知」,
http://www.gsdrc.gov.cn/content/2016-10/37596.html(검색일: 2018. 5. 22).
46) 심상형(2018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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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까지 석탄 설비 감축 작업이 목표치의 83%에 머무르자, 중앙정부가 각 지방
에 태스크포스를 파견해 감축 추진 현황을 감찰하기도 하였다. 이에 산시(山西)
성은 급히 국유 석탄기업 산하의 부실 탄광을 폐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개
월 만에 총 설비 2,325만 톤에 달하는 25개 탄광의 영업을 중지함으로써, 연초
에 세운 감축 목표치 2,000만 톤을 초과 달성하였다.47) 2016년 대부분의 지역
이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고, 저장(浙江), 산시(陕西) 등 지역은 2020년까
지의 철강 감축 목표치를 2016년 한 해에 달성하기도 하였다.48)

그림 3-8. 각 지역별 철강ㆍ석탄 설비 감축 목표 달성 현황(2016년)
(단위: 백만 톤)

주: 옅은 회색 막대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진한 회색 네모는 2016년 달성치임.
자료: EIU(2017), p. 7.

넷째, 무허가 설비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저급제품 생산을 막고 합법적으
로 운영하는 기업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49) 철강 분야 ‘디탸오강(地
条钢)’ 생산 시설 폐쇄가 대표적이다. 디탸오강은 저품질의 철스크랩을 원료로
제련된 저급 철강재로, 불법적으로 생산ㆍ유통되어 조강생산 공식 통계에 잡히
47) 박진희(2016), pp. 1~2.
48) 「多省提前完成去产能既定目标，不过…」(2016. 12. 7), http://www.sohu.com/a/120859009_47
5928(검색일: 2018. 8. 20).
49) 邱瀚萱(201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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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철강시장을 교란하고 탈세 문제를 일으켜왔다. 디탸오강이 생산되는
유도로는 평균 2만~3만 톤을 생산하는 소규모 설비로, 열효율이 높고 용해시
간이 짧으며 다양한 재료의 용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급 제품만 생
산할 수 있고 환경오염 물질 발생이 많으며 안전관리가 허술해 사망사고가 많
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2016년 공급측 개혁이 강화되면서 디탸오강
정비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디탸오강 제조시설은 지방 촌급 단위에서 일종
의 이익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어 촌 정부와 주민이 제조시설을 조직적으로 은
폐하였으나, 중앙ㆍ상급 지방정부는 전력 사용량을 관찰하는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제조시설을 찾아내었다.50) 이에 2017년 상반기까지 설비 1억 4,000
만 톤, 디탸오강 기업 600여 개가 폐쇄되었다.51) 디탸오강 생산이 중단되면서
일반 제철시설로의 철스크랩 공급이 늘어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철강 수요가
증가할 수 있었다.
다섯째,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퇴출 기업의 세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ㆍ지방정부가 과잉 해소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하였다. 중국 중앙정부는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직원에게 임금협상,
재교육, 창업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기퇴직 직원에게 생활비와
사회보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구조조
정 직원 지원 용도로 1,000억 위안의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각 지방정부의 공급과
잉 해소 정책 집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한 예로 감축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한 9개 지역에는 초과 달성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교부되었다.52) 또한
기업의 퇴출 설비에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2년간 면세해주었다.53)
다른 과잉산업에 대해서도 차례로 설비과잉 해소 정책이 발표되었다. 철강ㆍ
50) AMR 런쉬치우 연구원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51) 디탸오강의 2016년 생산량은 6,500만 톤 내외였음. 심상형(2018a), p. 12.
52) 「중국의 악성종양을 도려낸 이 정책은?」(2017. 12. 18),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
165585089(검색일: 2018. 6. 24).
53) 2018년 마련된 정책이나 소급 적용 허용. 「关于去产能和调结构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政策的通知」
(2018. 9. 30), https://www.sohu.com/a/259959021_475967(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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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만큼 종합적이고 강력하지는 않으나 신규 증설 엄금 및 설비 치환제도 도
입, 환경보호, 안전 등 기준에 근거한 설비 퇴출, 인수합병 확대, 기술력 강화와
같은 정책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전해질 알루미늄은 다른 산업에 비해 철강ㆍ석탄 분야와 가장 유사한 정책이
많고 정책 추진이 활발한 편이다.54) 설비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
았으나 불법 설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감독을 시행해 과잉설비를 감축하고
있으며, 저품질 제품 공급이 많고 첨단기술 제품 공급이 적은 산업 특성상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55)
건자재 업종인 시멘트ㆍ판유리는 분야는 기준 미달 설비 퇴출, 신규 설비 증
설 금지 및 치환제도 도입 등 석탄ㆍ철강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대형
기업 육성, 신소재 개발, 브랜드 홍보 강화와 같이 기술 개발과 수요 확대를 위
한 정책을 강조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시멘트의 경우 2018년부터 각 지방별로
연간 감축량을 설정토록 하였으나, 철강ㆍ석탄과 같은 강력한 행정 구속력이
수반되지는 않았다.56)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설비 감축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
고 있다. 2016년 발표된 공급과잉 해소 정책은 2013년의 정책과 유사하게 설
비 감축보다는 글로벌 대형기업 육성과 기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7)
54) 알루미늄은 중국이 세계 알루미늄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해 철강
처럼 외국의 비판이 거센 분야임.
55) 2017년 중순 불법 운영 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을 추진해, 위반 사례가 많이 적발된 산둥, 신장, 네이
멍구의 지방정부는 지역별 설비 감축 정책을 발표, 추진 중. 国务院办公厅(2016), 「关于营造良好市场
环境促进有色金属工业调结构促转型增效益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6-06/16/content_5082726.htm(검색일: 2018. 5. 22); CICC(2017), pp. 73-85; 国家发展改
革委(2017), pp. 1~7; 工业和信息化部(2018), 「关于电解铝企业通过兼并重组等方式实施产能置换有
关事项的通知」, http://www.miit.gov.cn/newweb/n1146295/n1146592/n3917132/n40618
54/c6016958/content.html(검색일: 2018. 5. 22).
56) CICC(2017), pp. 53-65; 中国水泥协会(2017), 「水泥行业去产能行动计划(2018~2020)」, http://
www.ccement.com/news/content/9284065789596.html(검색일: 2018. 5. 22); 国务院办公厅
(2016), 「关于促进建材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
tent/2016-05/18/content_5074416.htm(검색일: 2018. 5. 22); 工业和信息化部(2018), 「水泥玻
璃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
17/c6006927/content.html(검색일: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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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주요 업종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2016~20년)
구분

주요 문건

주요 내용

「关于营造良好市场环 - 설비 이용률 80% 이상으로 유지, 신규 증설 엄금
境促进有色金属工业调 -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품질, 안전, 기술 기준 미달 설비 퇴출 및
结构促转型增效益的指 퇴출 현황 공개
전해질
- 저효율 설비 인수합병 확대
导意见(2016)」,
- 스마트 제조공장 건설, 정밀 가공기술 육성 등 기술 혁신 강화
알루미늄
「清理整顿电解铝行业 - 신소재 응용 사업 금융지원
违法违规项目行动工作 - 구조조정 직원에 창업, 직업교육 강화
方案(2017)」
- 퇴출 시 반환된 토지 양도수입 퇴출기업 직원 재배치에 사용

「关于促进建材工业稳
增长调结构增效益的指
시멘트
导意见(2016)」,
「水泥行业去产能行动
计划(2018~2020)」

- 2020년 설비 이용률 70%로 제고(2016년 62.7%)
- 2020년 상위 10개 대기업의 설비 점유율 70%로 확대(2016년 57%)
- 2020년까지 클링커(Clingker, 시멘트 반제품) 설비를 3만
9,270만 톤 감축(2016년 생산량 13억 8,000만 톤)
- 신규 증설 엄금 및 1.25:1의 비율(환경 민감지역은 1.5:1)로 설비
치환 제도 운영
-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품질, 안전, 기술 기준 미달 설비 퇴출
- 기업의 자발적 인수합병 촉진
- 32.5등급 규산염 시멘트 생산 중지, 42.5등급 이상 제품 생산 확대
- 베이징ㆍ톈진 등 15개 지역 생산라인 피크조정생산(错峰生产) 의무화
- 신소재 개발 및 기술장비 개선
- 브랜드 홍보 강화

- 2020년 상위 10개 기업의 설비 점유율 60%로 확대
- 매출이윤 공업 평균 수준으로 제고
「关于促进建材工业 - 신규 증설 엄금 및 1:1의 비율(환경 민감지역은 1.25:1)로 설비
稳增长调结构增效益 치환 허용
판유리 的指导意见(2016)」, -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품질, 안전, 기술 기준 미달 설비 퇴출
「水泥玻璃行业产能置 - 기업의 자발적 인수합병 촉진
换实施办法(2016)」 - Low-E 유리판재, 강화유리, 태양광ㆍ태양열 일체화 유리 등 기술
상용화, 신소재 개발 및 기술장비 개선
- 브랜드 홍보 강화

조선

- 상위 10개 기업의 선박제조 점유율 70%로 확대
「船舶工业深化结构调 - 핵심기업에 자원 집중해 설비 치환, 인수합병 등을 통한 과잉 축소
- 국제시장 35~40% 점유
整加快转型升级行动计
- 글로벌 선두 수준의 첨단기술 선박ㆍ해양공정장비 구축,
划(2016－2020年)」
선박제조공장 스마트ㆍ디지털화
- 유명 브랜드 육성

자료: 国务院办公厅(2016), 「关于营造良好市场环境促进有色金属工业调结构促转型增效益的指导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6-06/16/content_5082726.htm(검색일: 2018. 5. 22); 国家发展改革委(2017),
pp. 1~7; 国务院办公厅(2016), 「关于促进建材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指导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6-05/18/content_5074416.htm(검색일: 2018. 5. 22); 工业和信息化部(2018), 「水泥玻
璃行业产能置换实施办法」,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600692
7/content.html(검색일: 2018. 5. 22); 工业和信息化部(2017), 「船舶工业深化结构调整加快转型升级行动计划
(2016－2020年)」,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8/c5459940/conte
nt.html(검색일: 2018. 5. 22).

57) 工业和信息化部(2017), 「船舶工业深化结构调整加快转型升级行动计划(2016－2020年)」, http://w
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8/c5459940/content.html(검색일:
2018.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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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과잉 해소 평가
2016년부터 추진된 철강ㆍ석탄 공급과잉 해소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 중
점과제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분야로 꼽힌다. 중국 중앙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각 지방정부에 설비과잉 해소 임무를 부여하였고, 각 지방에서도
이에 부응해 퇴출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철강ㆍ석탄 모두 매년 연간 감축
목표치보다 많은 설비가 퇴출되었다. 또한 2016~17년 두 해 동안 각각 1억
2,000만 톤(철강), 5억 톤(석탄) 이상의 설비가 퇴출됨으로써 2016~20년 목
표치의 80%(철강), 62.5%(석탄)에 달하는 설비가 이미 퇴출되었다. 2018년
퇴출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철강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1억 5,000
만 톤을 2018년에 조기 달성하고, 석탄 분야는 2020년까지의 목표치 8억 톤
의 약 81%를 2018년에 달성하게 된다(표 3-7 참고).

표 3-7. 철강ㆍ석탄 설비 감축 목표ㆍ달성치
(단위: 톤)

구분

철강

석탄

목표치

4,500만

2억 5,000만

달성치

6,500만

2억 9,000만

목표치

5,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5,500만

2억 1,000만

목표치

3,000만

1억 5,000만

달성치

(진행 중)

(진행 중)

13ㆍ5 규획기간

목표치

1~1억 5,000만

8억

(2016~20)

달성치

1억 2,000만(2017년까지)

5억(2017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 国家发改委(2017), 「关于做好2017年钢铁煤炭行业化解过剩产能实现脱困发展工作的意见」, http://www.gov.
cn/xinwen/2017-05/12/content_5193214.htm(검색일: 2018. 5. 22); 国家发改委(2018), 「关于做好2018年
重点领域化解过剩产能工作的通知」, http://www.ndrc.gov.cn/gzdt/201804/t20180420_882988.html(검색일:
2018. 5. 22); 「国家发改委：2016年去产能目标超额完成 今年继续大力清退落后产能」(2017. 3. 6), http://
finance.people.com.cn/n1/2017/0306/c1004-29126513.html(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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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감축과 함께 철강ㆍ석탄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하
락세에 놓였던 중국 철강가격은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철강
가격도 중국의 철강가격 추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2016년부터 상승세가 나타
난다(그림 3-9 참고). 이에 2016년부터 중국 철강기업의 이윤이 다시 증가하
기 시작했고, 2017년 1~9월 중국 철강기업의 이윤은 전년동기대비 400% 이
상 증가하였다(상장회사 기준).58) 중국 석탄 가격 역시 2016년 오랜 하락세에
서 벗어나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세계 석탄가격도 2016년 하반기
급상승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10 참고).

그림 3-9. 중국ㆍ세계 철강 가격 변화 추이

(단위: 달러/톤)

(단위: 위안/톤)

주: 중국 철강가격은 종합지수(Composite index)임.
자료: 中國聯合鋼鐵網, http://www.custeel.com(검색일: 2018. 12. 20); OECD(2018b), p. 14.

58) 新浪财经(2018), 「中钢协: 警惕产能扩张冲动吞噬去产能成果」, http://finance.sina.com.cn/ch
anjing/cyxw/2018-01-16/doc-ifyqqciz7848841.shtml(검색일: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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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중국ㆍ세계 석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위안/톤)

(단위: 달러/톤)

주: 중국 석탄가격은 중국 열연탄 기준가격으로 통하는 친황다오항(秦皇岛港) 열연탄 현물가격이며, 세계 석탄가격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항인 호주 뉴캐슬항 석탄 현물가격 기준임.
자료: 「2018年中国煤炭价格走势分析」(2018. 7. 30), http://www.chyxx.com/industry/201807/663578.html(검색
일: 2018. 8. 20).

다른 설비과잉 산업은 철강ㆍ석탄 분야처럼 감축 목표치를 명확히 정하지 않
고 감축 현황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가 적어 정책 추진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
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 기준 미달 또는 불법 운영 설비 퇴출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가격이 대부분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그림 3-12 참고).59) 전해질 알루미늄의 경우 2017년 불
법 설비 퇴출 작업이 강력히 추진되어, 2017년 1~9월 558만 톤의 설비가 퇴
출되었다. 이는 전해질 알루미늄 전체 생산량의 15.4%에 해당하며, 지난 6년
간의 퇴출량 총합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러한 퇴출 작업에 힘입어 2017년
3/4분기 전해질 알루미늄의 설비 이용률이 83.8%로 향상되었고(2012년
71.9%), 2017년 말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60)

59) 시멘트의 경우 2018년부터 지역별ㆍ연도별 감축 목표치를 정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추진 성과에 대
한 자료가 없음.
60) 2017년 말 국제 알루미늄 가격도 지난 6년간 최고 수준(2,290 달러/톤)으로 상승함. 「2017年我国电
解铝行业产能、上下游需求及库存情况分析」(2018. 2. 9), http://www.chyxx.com/industry/2018
07/663578.html(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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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전해질 알루미늄 연도별 설비 감축량(2011~17년)
(단위: 만 톤)

주: 흐린 회색 막대그래프는 해당 연도의 퇴출 설비, 진한 회색 막대그래프는 퇴출 설비 누적치임.
자료: 「2017年我国电解铝行业产能、上下游需求及库存情况分析」(2018. 2. 9), http://www.chyxx.com/industry/2
01807/663578.html(검색일: 2018. 8. 20).

그림 3-12. 알루미늄ㆍ시멘트 가격 변동 추이(2013~18년)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1. 30).

설비량을 살펴보면, 2008년 이래 빠르게 증가하던 각 업종의 설비가 대부분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거나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철강은
2015년 11억 3,000만 톤에서 2017년 10억 4,000만 톤으로, 시멘트는 2015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 87

년 34억 4,000만 톤에서 2017년 33억 3,000만 톤으로 설비량이 줄어들었다.
알루미늄과 판유리는 2015년보다 2017년 설비량이 높게 나타나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그림 3-5 참고).
각 업종의 설비 이용률은 정확한 수치가 없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61) 중국 공업 전체 설비 이
용률이 2015년 74.3%에서 2017년 77%로 크게 상승하였으며(그림 3-3 참
고), 업종별 설비 이용률 역시 모두 상승세에 있다. 철강ㆍ시멘트ㆍ판유리ㆍ조
선업을 포함하는 철금속가공업, 비철금속광물 제조, 장비 제조업의 설비 이용
률은 2017년 과잉 판단의 기준인 75%를 넘었으며, 석탄 및 비금속광물 제조
업은 2017년 이용률이 75%를 넘지 못했으나 전년대비 크게 향상되었다(그림
3-4 참고). CEIC의 업종별 생산량ㆍ설비량 데이터로 설비가동률을 계산해보
면, 역시 2016년부터 가동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13 참고).
그림 3-13. 철강ㆍ시멘트ㆍ판유리의 설비 가동률 변화 추이(2011~17년)
(단위: 만 톤)

주: 1) 생산량/설비량으로 계산.
2) 석탄ㆍ알루미늄ㆍ조선업은 데이터 누락으로 제외함.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1. 30).
61) 설비 이용률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과잉 해소 정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
나, 철강ㆍ석탄과 같이 과잉 해소 정책이 집중되어 설비가 크게 감소한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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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2016년 6월 중국 대표 국유 철강회사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이 합병을
발표하였다. 바오산강철이 합병의 주체가 되어 우한강철을 합병해 ‘바오우(宝
武)강철’이 설립되었다. 본사는 바오산강철 소재지인 상하이에 두고,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강철은 바오우강철의 자회사가 되었다. 이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독려하는 철강산업 생산과잉 축소 정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중국 내 조강생산 2ㆍ6위 대형기업간의 합병이라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표 3-8.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 비교(2015년 기준)
구분

바오산강철

우한강철

설립연도

1985년

1954년

본사 소재지

상하이

후베이성 우한

조강 생산량

3,490만 톤(중국 내 2위, 세계 5위)

2,560만 톤(중국 내 6위, 세계 11위)

경영형태

중앙국유
- 신일본제철이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특징

설립
- 1990년대 동부연해 지역 글로벌
제조업체에 철강을 공급하며 성장

중앙국유
- 구소련의 지원으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대형 철강사
- 중국 최초로 판재류 생산기술 개발
-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급 자재인
전기강판 독점 생산

자료: 김동하(2017), pp. 15~18; 심상형(2016), pp. 13~17.

두 기업이 합병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거시적인 산업정책 필요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의 분포를 최적화ㆍ대형화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철강기업
을 만들고자 한다. 이에 2025년을 목표로 철강산업 재편을 추진 중이며, 특히 국
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초대형 기업 3~4개를 육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다음으로 각 권역별로 철강회사를 통합하며, 통합 후에는
비효율 자산과 인력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그림 3-14 참고).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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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중국 철강기업 통합 방향

자료: 심상형(2018a), p. 18.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형 중앙 국유기
업으로, 제품ㆍ시장이 중첩된다. 두 기업 모두 판재류에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기기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방향성 전기강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합병 후 바오우강철의 방향성 전기강판, 자동
차용 내연강판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80%, 65%에 달해 시장 경쟁력이 크게 강
화될 것으로 예측된다.63) 우한강철은 전기강판에, 바오산강철은 냉연강판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되는 측면도 있다.64) 두 기업의 주 타겟
시장은 화남지역과 동남아로 중첩되기에 합병 후 시장경쟁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합병 전 두 기업 모두 동남아로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각각 광시성
베이부완에 수출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합병으로 중
복사업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65)

62) HASS 푸즈넝 부소장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 인터뷰(2018. 11.
13, 중국 우한); 심상형(2018a), p. 18.
63) 심상형(2016, pp. 15~18, 재인용).
64) HASS 정젠민 부소장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65) HASS 야오리 부연구원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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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바오우강철 합병 시 주요 제품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우한강철

바오산강철

합계

방향성 전기강판

48%

32%

80%

자동차용 냉연강판

15%

50%

65%

가전용강판

소량

35%

35%

철도용 궤조

24%

-

24%

자료: 심상형(2016, pp. 16~17, 재인용).

합병 후 바오우강철은 설비와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줄이
기로 한 1,542만 톤의 철강 설비 감축을 2017년까지 마쳤고(2017년 기준 두
기업의 조강 총 생산량은 약 6,540만 톤), 180개 법인을 정리하였다.66) 구조
조정 대상 인원 수는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으나, 바오우강철 이사장의 최근 인
터뷰에 따르면 약 7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67) 2017년 9월까지 총 2만 6,000명
의 직원이 구조조정되었다.68)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 퇴직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중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향이
없는 경우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생활보조금 지급) △ 나머지 직원들은 계열사
로 재배치 하거나 △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식이
다.69) 이 외에 젊은 직원들은 디디다처(滴滴打车, 한국의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기반 콜택시 서비스업체) 기사나 가정 보모와 같이 새로 수요가

66) 「中国宝武改革开放再出发: 从全球“追赶者”到全球“首发者”」(2018. 11. 20), http://www.sh.xinhu
anet.com/2018-11/20/c_137618769.htm(검색일: 2018. 11. 30).
67) 바오우는 1인당 철강생산량 1,000톤에 직원 수를 맞추기로 약속함(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직원 수 기
준). 현재 철강 생산량이 약 6,000만 톤인 바오우는 17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 수는 6만 명,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 수는 3만 여 명을 목표로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다른 보도에서는 4만~5만 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함. 「宝武钢铁巨头联合重组, 7万分流员
工该如何转岗？｣(2017. 3. 19), https://baijiahao.baidu.com/s?id=1562289368574861&wfr=s
pider&for=pc(검색일: 2018. 8. 20).
68) 「中国宝武改革开放再出发: 从全球“追赶者”到全球“首发者”」(2018. 11. 20), http://www.sh.xin
huanet.com/2018-11/20/c_137618769.htm(검색일: 2018. 11. 30).
69) 「武钢大裁员最新消息:砍掉一半人4万员工将分流」(2016. 9. 29), http://www.66law.cn/topic201
2/gscy2016/160832.shtml(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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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직업을 스스로 찾아 취업하기도 한다.70) 중국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
조조정 과정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대상 직원 대다수가 정년
퇴직에 가까운 나이이며, 바오우강철이 중앙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중앙 국
유기업은 재정 여력이 좋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기에 조기퇴직 직원에게 복지서
비스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줄 수 있다.71)
이에 바오우 합병 발표 시 일부 경영진에서 반발이 있었을 뿐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시위 없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72)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 중 특히 우한강철이 구조조정의 여파를 크게 겪고
있다. 이는 두 기업 모두 설비과잉으로 인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기는 했으나,
바오산은 합병 당시 10억 위안의 순이익을 보고 있었던 것에 반해(순이익이 전
년대비 83% 감소하기는 함), 우한강철은 부채가 75억에 달하며 상장기업 중
가장 적자가 많은 기업일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이
다.73) 대형 중앙 국유기업인 우한강철의 합병은 부실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의지가 강력함을 드러내주었다.
우한강철은 후베이성 대표 로컬기업 중 하나로, 합병 발표 시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약 5만 명의 우한강철 직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 문제를 제외하면 합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편
이다. 이는 첫째, 후베이성 산업 업그레이드가 진전되어 우한강철이 후베이성
이나 우한시 GRDP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우한강철은 이전
에는 기업 매출이 후베이성 전체 기업 중 3위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러나 지금은 우한강철이 소재한 우한시 칭산구(靑山區)의 GRDP가 500억 위

70) AMR 런쉬치우 연구원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71) HASS 정젠민 부소장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72) 화타이증권 추한쉔 연구원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바오우강철의 합병이 순조롭게 추진된
배경으로, 현 우한시 당서기인 마궈창의 역할이 큰 것으로 추측됨. 마궈창은 2013년까지 바오산강철
에서 근무하다 우한강철 총경리로 이직했으며, 합병 프로세스가 활발히 추진되었을 2015~18년 초 우
한강철 당서기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정부로 자리를 옮겨 후베이성 부서기ㆍ우한시 당서기로 재임 중.
73) HASS 푸즈넝 부소장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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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못 미치나(2017년 기준), 둥후 첨단경제구, 우한경제구 등은 1,000억 위
안을 상회할 정도로 다른 기업과 산업이 많이 발전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
수요에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자회사로서 우한시에 남아
있는 우한강철의 세수를 상하이 본사로 이전하지 않고 우한시에 귀속시키기로
했고, 이에 지방정부의 세수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셋째, 환경보호와 도시
발전 수요로 지방정부가 이미 우한강철의 이전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
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은 오염 유발기업을 도시 변
두리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칭산구는 우한강철로 인한 공업오염 문제
가 심각해 거주환경이 좋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우한시 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우한강철과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부
지 때문에 도시화 발전을 위한 공간 마련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우한시에서는
합병 전부터 우한강철의 이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었다.74)
합병 후 바오우강철의 경영 현황은 좋은 편이다. 합병 전 바오산강철의 조강생
산 규모는 중국 내 2위, 글로벌 5위였으나 우한강철과 합병 후 중국 내 1위, 글로벌
2위로 성장하였다(2017년 기준).75) 바오우강철의 2017년 기업 이윤은 14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두 배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76)
강화된 경쟁력에 힘입어 바오우강철은 최근 중국 철강업계의 ‘스마트 철강’
사업을 주도하는 등 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스마트 철강 사업은 IT 기술
을 활용한 첨단 제조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바오우
강철은 ‘열연 1580 스마트 공장’ 건설, 원스톱 철강유통시스템인 ‘Ouyeel(歐
冶云商)’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오우는 2017년 열연 1580
공장에 149대의 로봇과 무인창고를 도입해 노동생산성을 10% 향상시키고 에

74) HASS 푸즈넝 부소장, 정젠민 부소장, 야오리 부연구원 인터뷰(2018. 11. 12, 중국 우한); AMR 런쉬
치우 연구원 및 중국 전문가 A 인터뷰(2018. 11. 14, 중국 베이징).
75) World Steel Association(2018), p. 5.
76) 「2017年全年宝武利润约140亿元」(2018. 2. 8), http://www.sohu.com/a/221680417_728293
(검색일: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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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비와 원가는 각각 5%, 20% 절감하였다. 또한 무선진단, 원격제어가 가
능해 고장 예측이 용이한 스마트 설비도 도입하고 있다. Ouyeel은 지불결제,
컨설팅, 물류창고, 가공ㆍ배송, 금융중개ㆍ대출서비스 등 철강 유통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그동안
철강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유통 부분이 특히 비효율적이었는데, 바오우강철은
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를 활용해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개별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7년 Ouyeel을 통한 거래량은 6,915만 톤이며, 향후 바오
우강철은 연간 거래량을 2억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77)

6. 소결 및 시사점
중국정부는 국내외 압력에 직면해 2016년 이전보다 강력한 설비과잉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철강ㆍ석탄 낙후설비를 2년 만에 1억
2,000만 톤, 5억 톤 이상 퇴출하였으며, 전해질 알루미늄 산업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체 생산량의 15%가 넘는 설비를 퇴출하였다. 이에 각 과잉업종의
가격, 설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관리하에 지방정부에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시행해 단기간에 설비 감축에 성공한,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양적과잉 해소 성과가 두드러지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환경보호 및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질적 지표를 퇴출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한 점, 디탸오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적이고 저급한 제품 생산을 줄인 점, 설비 치환제도

77) 심상형(2018a), pp. 20~24; 심상형(2018b), pp. 2~11; 매일경제신문사(2018), pp. 157~16l; 「解
密欧冶云商员工持股这两年: 业绩整体向好 退出流程尚待细化」(2018. 9. 8), https://baijiahao.bai
du.com/s?id=1611001487072783581&wfr=spider&for=pc(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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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설비 업그레이드와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 등은 미약하나마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발성을 이끈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표 기업이자 대형 국유기업인 우한강철을 과감히
합병ㆍ구조조정한 것은, 중국 설비과잉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 국
유기업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그러나 중국의 과잉설비 퇴출 작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인지,
글로벌 공급과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퇴출이 이뤄질 것인지가 불확실
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장에 의한 자동 퇴출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2016년에 설정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한 후 추가적인 감축정책을
발표하지 않거나 엄격한 관리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과연 현 퇴출 기준에 따라
낙후설비ㆍ부실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지 알 수 없
다.78) 2015년 기준 전 세계 철강 과잉설비 7억 톤 중 4억 3,000만 톤이 중국
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중국이 2016에 설정한 목표치 1억 5,000만
톤만을 감축하는 정도로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79) 더군다나 중국정부는 자국 내 과잉설비를 퇴출함과 동시에 ‘국제
설비협력(国际产能合作)’이라는 미명하에 일대일로 연선국가 등지에 철강ㆍ시
멘트ㆍ판유리 등 분야 설비투자ㆍ생산기지 건설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기도 한다.80)
중국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ㆍ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에

78) 초반에 퇴출 대상으로 지정된 설비는 매우 낙후해 실제 가동하지 않던 유휴설비가 많아 퇴출이 용이하
나, 점차 가동 중인 설비 퇴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퇴출을 거부할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 감축 기간 내에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어려움도 존재함.
79) 「OECD, 철강 공급과잉 해소책 논의했지만 중국 반발로 합의 실패」(2016. 4. 19), http://news.
g-enews.com/view.php?ud=201604191517145100695_1&md=20160419153031_K(검색
일: 2018. 8. 20); 이에 EU 등은 2018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측에 더 강력한 철강 과잉 해소를
요구함. G20회의 결과 보고 세미나 토의 내용(KIEP 내부회의, 2018. 12. 11).
80) 「해외로 영토 확장하는 中 철강의 ‘두 마리 토끼 잡기’」(2018. 6. 15), http://www.snmnews.co
m/news/articleView.html?idxno=426471(검색일: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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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철
강의 경우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2017년 기준 미국 철강 수입량의
2.2%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 철강업체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81)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의 공급과잉 해소 정책을
통해 중국기업이 대형화되고, 기술 기준 강화와 치환 제도에 따라 설비가 업그
레이드 되며, 기술 혁신으로 중국기업의 효율이 향상되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중국정부는 설비 치환제도를 통해 현재 중
국에 부족한 전기로 건설을 장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여러 기업이 이에 따라 전
기로 건설을 확대할 경우 국내 기업과 전기로에 필요한 원자재 및 전기로로 생
산한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중국기업에 환경보호와 기술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생산설비 오염감축 시스템, 생산설비 효율 개선 기술 등과 관련
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한ㆍ중 간의 협력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우한시 칭산구와 같이 퇴출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각 지방정부가 대체
산업 발전과 도시개발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강원도 폐광촌에 관광산업을 발전
시킨 한국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한ㆍ중 협력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비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업종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정부 공식 데이터가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으
므로 향후 설비과잉 해소 정책의 성과에 대해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철강 및 석탄에 대한 설비과잉 해소와 한계기업 퇴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
면 이 분야의 기술ㆍ제품 고도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ㆍ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래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철강 분야 고도화에 대

81) 화중과기대 장젠화 교수 인터뷰(2018. 11. 13, 중국 우한); 2018년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국보다는
EU 등이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심각히 여김. G20 회의 결과 보고 세미나 토의 내용(KIEP 내부
회의,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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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어 정책성과 관련 정보가 많고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철강ㆍ석탄 두
업종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나, 향후 알루미늄ㆍ시멘트ㆍ판유리ㆍ조선 등 다른
설비과잉 업종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종
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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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로도 2011년까지
9% 이상, 2014년까지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2대 경
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발전 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가 4조 위안 가량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취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시기 중국정부는 급속한 신용 확대를 용인하면서 투자
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림 4-1. 2007년 이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검색일: 2018. 10. 30); CEIC 통계(검색일: 2018. 10. 3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들
을 양산하였다. 은행들이 채무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금이 공급과잉 산업으로
유입되는 등 불균형한 자원 배치를 초래하였고, 각 은행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부외거래 등 비은행 금융기구를 통한 대규모 신용 관련 업무를 확대시키면서
레버리지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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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국 비금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B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8. 11. 30).

2014년 말 시진핑 주석은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중속 경
제성장 기조에 따라 경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천명하였다. 중국
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투자 위주의 경제발전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바 새로
운 경제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경제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서
금융리스크 관리 특히 레버리지 축소가 강조되었다.
2015년 말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
되었으며, 중국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요 석상에서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는 ‘공급측 개혁’이 정식 발의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금융리스크 해결 및 자금
의 중개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2016년 3월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급측 개혁이 9대 중점업
무에 포함되었으며, 공급측 개혁을 위한 5가지 과제 중 ‘금융 및 기타 리스크
통제’에서 레버리지 축소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금융 및 기타 리스크 통
제 업무의 세부내용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지원 및 신용 부도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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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감소 ∆정부부채의 통합 관리 및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방식 개선 등이 있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은 중국 지도부가 2015년 말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전략이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업부채 축소 정책은 중국경제의
성공적인 구조 전환과 연착륙 가능 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절
은 중국의 공급측 개혁하에서 기업부채 축소 정책 및 성과를 살펴보고 기업부
채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실물로 전이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중국 기업부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리스크 평가
∆중국 기업부채 축소 정책 및 성과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서 기업부채
축소 정책 및 평가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서 기업부채 축소 정책과 평가 등
으로 구분된다. 최근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다룬 보
고서들이 다수 발표되었지만 공급측 개혁하에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
업부채 축소 정책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최근 중국 기업부채 현황을 종합적으
로 다룬 문건은 드물다.
국내 연구 중에서 안유화(2016)82)는 중국 부채 현황과 중국정부의 정책대
응 방안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중국의 부채위기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구기보,
이치훈(2017)83)은 국유기업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의
일부로서 기업부채 규모를 다루었다. 이치훈, 최필수(2017)84)는 중국의 기업
부실 현황과 원인을 서술한 후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을 평가하였다. 이 보
고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가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를 다룸에 있어 거

82) 안유화(2016), pp. 23~46.
83) 구기보, 이치훈(2017), pp. 303~323.
84) 이치훈, 최필수(2017), pp. 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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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적 요인들과 중국경제의 체질 및 역사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중국 기업부실의 미시적 요소뿐만 아니라 거시적 요소까
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왕윤종, 이치훈(2017)85)은 주
룽지 이후 금융개혁의 후퇴와 국진민퇴(国进民退) 현상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초래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신용팽창이 금
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더 확대시켰다는 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현황을
제시하였다.
기업부채와 관련한 영문연구는 IMF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IMF(2018)는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성공
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신용확대는 리스크를 수반하며,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중
국의 신용확대가 위험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국
은 높은 저축률, 경상수지 흑자, 낮은 외채 수준 및 여러 정책적인 수단이 중
국 특유의 보완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겪지 않을 것
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신용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외에 IMF는 2016년에는 중국 기업부채 문제 해결방안
을, 2017년에는 좀비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 감축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각각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ADB(2018)는 중국 국유기업 우발채무를 기
준으로 부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국유기업 부채의 위험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ADB(2017)는 중국기업 레버리지와 금융리스크 확대 동향을 논의하고 기
업부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외 학계에서는 Yu and Lu(2016)가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 문제를 다루
었는데, 중국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자본 효율성 악화, 기업 수익성 악화, 높은
자금 조달 비용 등 세 가지로 들고 있다. 분석을 통해 중국 기업부채의 GDP 대
비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 레버리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
85) 왕윤종, 이치훈(2017), pp.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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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로도 이러한 기업부채 함정을 피해가기는 어려
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부채 위기를 막으려면 중국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자본 효율성 및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
여야 한다고 저자는 제안하였다. Liang(2017)은 중국 기업부채의 원인, 패턴
과 부채 누적에 따른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 기업부채 관련 선행연구는 중국 기업부채 규모 및 리스크 평가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급측 개혁과 기업부채 축소를 연관시켜 분석한 보고
서는 드물었다. 姚余栋, 金海年 主编(2016)은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 현황을 제
시하고 선진국의 부채 문제 해결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공급측 개혁하에서의
중국 기업부채 축소 정책과 성과를 다루었다. 이 외에 贾康(2014), 潘英丽, 黄
益平 编(2016)은 중국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리스크 평가와 함께 정책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국 기업부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중국 기업부채 현황,
원인, 패턴, 정책 및 리스크 평가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급측 개혁하에서 기업부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 기업부채 문
제를 공급측 개혁이라는 중국 경제전략의 틀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최근 중국 기업부채 관련 현황과 정책, 성과 및 리스크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부문(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부채 규모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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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기준 35조 1,102억 달러로 전 분기(32조 4,485억 달러)대비 8.2%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은 261.2%로 전 분기의 255.7% 대비 5.5%포인
트 증가하였다. 중국의 비금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2017년 들어 안
정세 또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1/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
되었다. 주요국 부채 현황과 비교하면 미국(250.5%)과 한국(232.8%)의 GDP
대비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며, 선진국(276.2%)보다는 약간 낮고 신흥국(198.3%)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그림 4-3. 주요국의 2018년 1/4분기
레버리지 규모
(단위: % of GDP)

자료: BIS(검색일: 2018. 12. 15).

그림 4-4. 주요국의 레버리지
증가 추이
(단위: % of GDP)

주: BIS는 2006년부터 비금융기업, 가계, 정부부채를 구분
하여 발표함.
자료: BIS(검색일: 2018. 12. 15).

중국의 부채 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기보
다는 그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중국의 부채는
1993~2003년까지 100% 초반대에서 연평균 4%포인트씩 증가하였고, 2003~
08년까지 5년간은 오히려 8%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중국 부
채 증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2%포
인트씩 증가하였다. 중국의 공급측 개혁이 심화된 2016년 들어서는 부채 증가
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레버리지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 105

율을 기록하였다. 2018년은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며 중국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레버리지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만
한 여지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1/4분기에는 다시 레버리지 증가세로 전환
되었다.

그림 4-5. 중국 레버리지 변화 추이
(단위: % of GDP)

자료: BIS 데이터(검색일: 2018. 12.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기별로 중국의 레버리지 변화를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1995~2003년은 레버리지의 안정적 증가 단계였으며,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반 IT(닷컴)버블 붕괴, 심지어 2003년의 사스(SARS)
까지 레버리지율 상승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86)
2003~08년은 ‘자주(自主)적’ 레버리지 축소 단계로 이 기간에 중국의 명목
GDP는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GDP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에 16%, 가장 높
은 해에는 23%에 달하였다. 명목GDP 증가율이 부채 및 화폐 증가율보다 높았
고, 실물경제 레버리지율은 하락하였다. 이 기간의 레버리지 축소 과정의 가장
86)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2018), http://www.nifd.cn/Activity/Past/506(검색일: 201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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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징은 부채의 완만한 증가가 경제의 고속성장과 동반되었다는 점이며, 이
는 글로벌 경제 발전기와 중국경제의 상승기가 일치한 결과였다.87)
2008~15년 레버리지율은 매년 평균 12%포인트 이상 상승하였다. 2009년
중국정부의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계기로 부채가 급증하여 그 해에
만 부채가 34% 증가했다. 명목 GDP 증가율은 9%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부채
증가율은 계속 하락했지만 명목 GDP 증가율 하락 속도가 훨씬 빨랐다. 2015
년 명목GDP 증가율은 최저점인 7%까지 하락하였다.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채증가율이 첫 두 해에 급증한 후 계속 하락했다는 점이지만, 명목
GDP 증가율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비금융기업 레버리
지율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2008년 95.2%에서 2015년 151.2%로 급증했
다.88)
중국의 공급측 개혁 추진이 본격화된 2016~17년은 ‘강제(强制)적’ 레버리
지 축소 단계로서 중국의 레버리지는 안정 추세를 보였다. 2015년 말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이미 레버리지 축소 임무를 제시했지만, 2016년 실물경제 레버
리지율은 여전히 12.4%포인트 상승하는 등 레버리지 축소 효과는 아직 나타나
지 않은 상태였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가계 레버리지율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
문이다. 2016년 가계 레버리지율은 5.7%포인트 상승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매년 2~3%포인트씩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2016년 1/4분기 GDP 증가
율은 6.7%로, 28개 사분기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유관 정부부문이 레
버리지 축소 임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주저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레버리지
축소가 실제로 효과를 본 것은 2017년으로, 전체 레버리지율이 전년대비 2.3%
포인트 상승에 그쳐 부분적인 레버리지 축소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89)
한편 2018년 1/4분기 중국의 GDP 대비 레버리지 비중은 다시 증가세로 전
환되었다. 이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중 통상분쟁 격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 금융
87)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2018), http://www.nifd.cn/Activity/Past/506(검색일: 2018. 5. 24).
88) 위의 자료.
8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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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레버리지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90)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중국의 부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비금융기업 부문의 레버리지율91)은 정부
및 가계 부문 레버리지율보다 훨씬 높다. 상술하였듯이 2018년 1/4분기 중국
의 비금융부문 부채는 35조 1,102억 달러(GDP 대비 비중 261.2%)였는데, 이
중 비금융기업 부채는 22조 526억 달러(164.1%), 가계 부채는 6조 6,292억
달러(49.3%), 정부 부채는 6조 4,283억 달러(47.8%, 명목 기준)를 차지하여
비금융기업 부채의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이 가계나 정부 부채에 비해 압도적
으로 컸다.92)
2008년 이후 중국의 부문별 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 중국의 기업부채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 또한 가계부채나 정부부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18년 1/4분기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
(164.1%)은 전 분기대비 3.8%포인트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0.9%포인트, 정부부채는 0.8%포인트 증가하였다.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16년 3/4분기부터 GDP 대비 비중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8년 1/4분기
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90) 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2018), http://www.nifd.cn/Activity/Past/506(검색일: 2018. 5. 24).
91) 중신증권은 비금융기업 레버리지율(杠杆率)을 ‘(비금융기업 대출 + 기업채권 + 신탁대출 + 위탁대출
+ 미할인 은행인수어음)/GDP’로 계산함.
92) BIS 데이터(검색일: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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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국의 부문별 레버리지 변화
추이
(단위: % of GDP)

자료: BIS(검색일: 2018. 12. 3).

그림 4-7. 중국 레버리지
구성
(단위: % of GDP)

주: 1) BIS는 2006년부터 비금융기업, 가계, 정부부채를
구분하여 발표함.
2) BIS 통계에 따라 비금융부문, 비금융기업 및 가계부
채 통계는 Market Value, 정부부채 통계는 Nominal
Value를 사용
자료: BIS(검색일: 2018. 12. 3).

그림 4-8. 주요국의 가계부채 변화 추이
(단위: % of GDP)

자료: BIS(검색일: 2018. 12. 3).

그림 4-9. 주요국의 정부부채 변화 추이
(단위: % of GDP)

주: BIS 통계에 따라 정부부채 통계는 Nominal Value를
사용
자료: BIS(검색일: 2018. 12. 3).

기업부채는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Non-bank Financial loan)93)
∆회사채(Corporate Bond) ∆비금융기업 대출(Non-financial Corporate
93)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이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으로 구
성되는 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함. 그 예로는 보험회사, 벤처캐피탈을 들
수 있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
=008553(검색일: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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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위탁대출(Entrusted Loan)94)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
Bill)95) ∆신탁대출(Trust Loan)96)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5월 기준 비은
행 금융기관 대출은 7,110억 위안(전체 기업부채의 0.5%), 회사채 19조
1,360억 위안(14.6%), 비금융기관 기업 대출 85조 1,884억 위안(64.8%), 위
탁대출 13조 3,297억 위안(10.1%), 은행인수어음 4조 5,333억 위안(3.5%),
신탁대출 8조 5,163억 위안(6.5%)으로 구성되었다.97)

그림 4-10. 중국 기업부채 구성 ①(2018년 5월 잔액 기준)
(단위: %)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3).

94) 위탁대출은 기업간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이 정부, 기업, 개인 등의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중개수수료를 받고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임. 안유화(2013), p. 2.
95) 은행인수어음은 지급보증을 약속한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이
나 사채시장을 통해 할인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짐. 위의 자료, p. 2.
96) 신탁대출은 자산관리상품(WMP: Wealth management Products)으로 대표되며, 은행이 매각한 대
출채권을 신탁회사가 WMP로 유동화시키고 은행이 재매입 및 판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신용공여를 지
칭함. 위의 자료, p. 2.
97) 본 분류는 CEIC의 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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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중국 기업부채 구성 ②(2018년 10월 잔액 기준)
(단위: 십억 위안)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3).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8년 96.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166.4%로 최
고치를 기록하였다.98) 이렇게 중국 기업부채가 급증한 것은 2008~09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신용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급측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6년부터 중국에서는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2017년에는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7년 말까지 비금융기업 부채
잔액은 126조 위안으로, 레버리지율은 153%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할 때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재정부 유관 인사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개정 예산법이 발효된 후 지방융자 플랫폼이 차입한 채무는 법에 의거한
정부채무에 속하지 않으며, 비금융기업 부채에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99)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융기업 레버리지율이 2017년 3월부

98) BIS(검색일: 2018. 12. 3).
99) 중국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방정부 부채 관리의 투명성과 규범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
임(중국 전문가 B 인터뷰, 2018년 11월 16일,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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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 하락률이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술하였듯이 2018년 1/4분기 비금
융기업 부채는 22조 526억 달러로 1조 7,902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GDP 대
비 비중은 164.1%로 전 분기대비 3.8%포인트 증가하였다.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중국 기업부채를 주체별, 산업별,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특징 1. 국유기업 부채 비중이 압도적
2008년 이후 중국정부의 신용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주로 국유기업에 대
한 신용확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8년 이후 중국의 경기부양은 주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4조 위안 경기부양 패키지 중 상당 금
액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당시 지방정부는 은행대출
이나 대규모 채권 발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융자플랫폼(LGF
V)100)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자금조달을 위하여 경쟁
적으로 설립한 LGFV는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하에 지방정부 부동산을 담보
로 그림자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한 때 부채가 20조 위안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의 절반이자 중국 GDP의 1/4에 해당하는 수치였
다.101) 이후 2015년 1월 1일 개정 예산법의 실시로 LGFV 부채가 지방정부 부
채가 아닌 기업부채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국유기업은 영리 목
적이 아닌 생산 및 경영 규모 확장을 위하여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102)
100)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101)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china-government-debt-default(검색일: 2018. 10.
30).
102) 姚余栋, 金海年 主编(2016),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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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기업 레버리지율은 비금융기업 평균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2017년 국유기업 부채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유기업 자산부
채율103)은 65.7%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하였고, 규모이상 공업기업 자
산부채율은 55.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다. 하지만 비국유기업
자산부채율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 국유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국유기업 채무가 비금융기업 부문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62%로 2015년과 비교할 때 3% 증가하였다.104)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특히 국유기업의 부채 축소를 위해 여러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여전히 민영기업에 비해 국유기업의 부채율이 현저히 높고 심각한 수준이다.
국유기업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임무가 막중하고 철강, 석탄, 전력과 같은 분야
의 과잉생산과도 연관되어 있어 무리한 부채 축소 정책 추진 시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105)

그림 4-12. 중국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자산부채율 변화
(단위: %)

자료: 中国银行(2018), p. 2.

103) 자산부채율(资产负债率)은 기업 자산총액 중에서 부채총액의 비율(=(총부채/총자산)*100)을 의미함.
104) 중국 금융개혁실험실 보고서(2018).
105) 중국 대학교 산하 연구소 ○○○ 인터뷰(2018. 11. 16,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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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2. 산업별 부채 비중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기업부채 자산부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건설업, 공공사업(utilities)의 자산부채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4-13 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건설업, 광업의 자산부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또한 꽤 큰 상
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조업과 공공사업의 레버리지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소
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中信证券(2018)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부동산 부
채율이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비금융기업 부채율은 대체로 안정세 또는 하락세
를 보였다. 또한 2018년 1/4분기에는 건설, 전력 및 공공사업, 강철, 자동차,
교통운수, 기계, 석탄 등 산업의 부채율이 전 분기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2018
년 1/4분기의 기업부채율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석탄, 강철 등 과잉생산 분
야의 부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과잉생산 감축과 연계된 기업부채 축
소 정책은 2018년 1/4분기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징 3. 중장기 부채 비중이 단기부채보다 큼
한편 중국 부채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보면 1999년 1월 기준 전체 부채
대비 단기부채의 비중이 70% 가량이었지만 2018년 10월에는 이 비중이

그림 4-13. 중국 비금융 상장기업 산업별 자산부채율
(단위: %)

자료: Roberts and Zurawski(2016),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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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중국의 중장기 부채 비중은 1999년 1월 23.8%
에서 2018년 10월 62.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4-14. 중국 단기 및 중장기 부채 비중
(단위: %)

자료: CEIC 통계 데이터(검색일: 2018. 12.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중국 전통산업의 과잉생
산과 부동산⋅주식⋅채권 시장의 자산버블을 형성하였다. 기업수익과 경영실
적은 하락했고 중국 금융부문의 자산 건전성은 기업부채를 감당하느라 악화되
었다. 과도한 기업부채와 금융부문 취약성에 대한 경고는 적어도 2015년부터
중국 국내외 언론 및 학계로부터 흘러나왔고, 중국정부 당국 또한 문제의 심각
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106) 본 절에서는 중국의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①
2015년 말 이전 ② 2015년 말~2017년 ③ 2018년 이후의 시기별로 나누어 살
펴본다.

106) ADB(201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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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1988년 국무원이 발표한 ｢투자관리체제의 단기적 개혁방안(关于投资管理
体制的近期改革方案)｣에서는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계획적인 투자관리
체계를 실시해나가도록 촉구하였다. 2011년에도 국무원은 ｢전국 주체기능구
규획(全国主体功能区规划)｣에서 녹색 신용대출(绿色信贷)이라는 개념을 제시
하면서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한 환경보호 조절 수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후 2003년과 2005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부채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도한 국유기업 부채를 청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이 각각
한 건씩 발표되었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 또는 환경보호를 추진
하도록 하거나,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부채의 철저한 조사 및 청산을 촉구
한 문건 이외에 기업 레버리지 감축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건은 2014년에 처음
으로 발표되었다.
2014년 8월 국무원판공청은 ｢기업 융자 고비용 문제 해결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多措并举着力缓解企业融资成本高问题的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 이 문
건에서는 기업부채 축소 방안으로서 직접금융(股本融资)의 발전 등 기업융자
시장화(市场化) 개혁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발표된 ｢중국제조2025｣,
2015년 9월 발표된 ｢금융리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
促进金融租赁行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은 각각 ∆재정정책을 통한 소기업 지
원 및 부채 감축 ∆금융리스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부채 축소를 다루었다.
이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정책 조치의 중요한 특징은 중국의 4대 국유 상
업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4대 국유 상업
은행107) 각각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금융자산관리공사108)를 설립하고
약 1조 4,000억 위안 규모의 부실채권을 이관, 2006년 3월 기준 8,700억 위
107) 中国工商银行、中国农业银行、中国银行、中国建设银行.
108) 中国华融资产管理公司、中国长城资产管理公司、中国东方资产管理公司、中国信达资产管理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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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처리하였다는 점이다.109) 이 시기 금융자산관리공사는 주로 ∆‘한계기
업’ 퇴출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채무 출자전환
(债转股)’ ∆실물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합 금융서비스 지원 등의 방식으
로 기업 부실자산을 처리하였다.110)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111)
는 2013년 12월 초 지방자산관리공사의 금융기업 부실자산 처리 인가 기준을
명시한 정책문건112)을 발표하였다.113) 지방자산관리공사 인가 기준이 명시됨
에 따라 2014년에는 장쑤⋅저장⋅안후이⋅광둥⋅상하이 등 다섯 개 성시(省
市) 지방정부의 자산관리공사가 은감회의 설립인가를 받았다.114)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2015년 말부터 ‘기업부채 축소’는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였다. 공급측 개혁 추진 이후의 기업부채 축소 정책이 이전의 기업부채 축소 정
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기업부채 축소가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감축, 기업
원가 절감, 경제 취약점 보완 등 공급측 구조개혁의 다른 중점과제들과 연계되
어 추진된다는 점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은 기업부채 축소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상호 연결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잉생산, 부동산 재고 해소와 한계기업 청산은 사실상 동전의 양
109) 김대환(2007), p. 1.
110) 人民日报(2016. 3. 2), http://www.sohu.com/a/61631406_307874(검색일: 2018. 12. 14).
111) 현재 명칭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임.
112) ｢关于地方资产管理公司开展金融企业不良资产批量收购处置业务资质认可条件等有关问题的通知｣.
113) 人民日报(2014. 7. 31), http://politics.people.com.cn/n/2014/0731/c70731-25373822.
html(검색일: 2018. 12. 14).
114) 2017년 말 기준 총 55개의 지방자산관리공사가 설립되었으며, 2018년 1월 초 5개 지방정부(구이저
우, 랴오닝, 헤이룽장, 간쑤, 안후이)가 추가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음. 凤凰财经(2018. 1. 9), http://
news.10jqka.com.cn/20180109/c602387790.shtml(검색일: 2018. 12. 14); ｢地方资产管理公司
已成立55家 不良债权价格逐渐攀升｣, http://finance.sina.com.cn/roll/2017-10-09/doc-ifymr
cmm9349370.shtml(검색일: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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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같이 채무의 감소, 레버리지 축소 및 불량자산 처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문제의 해결도 각기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이 점이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이
라고 볼 수 있다.115)
2015년 12월 18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식 발의된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6년 전인대에서 9대 중점업무로 포함되었고 공급측 구조개혁의 5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채 축소(去杠杆)’가 제시되었다. 이후 2017년 전인대에
서는 2017년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하고 기업부채 축소를 강조
하였다. 2017년 7월 31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레버리지 축소를 언급하였으
나, 2017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디레버리징’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레버리지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기업부채 축소를 재차 강조하면서, 그 세부 추진방안으로 ∆기
업부채의 효과적 축소를 위한 정책조치 연구 및 제안 ∆기업 자산부채율 및 자
본금 규제 강화 ∆채무출자 전환의 시장화⋅법치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2018년 5월 11일 발표된 『2018년 1/4분기 중국통화정책집행보고서(2018
年一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에서는 중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
었다. 통화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전 분기의 “안정적 성장, 부채 감축, 리스크 방
지”에서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 리스크 방지”로 변경함으로써 ‘부채 감축’을
삭제한 것이다.
이후 2018년 5월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에서 중국 지도부는 향

115) 중국 대학교 산하 연구소 ○○○ 인터뷰(2018. 11. 16,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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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조적 부채 감축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를 축소하여 레버리지율을 안정
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두 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채
총량의 양적 감소를 추진하기보다는 국유부문의 부채 축소를 중점 추진하여 부
채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단기간 강도 높은 부채 감축(去杠杆)으로 인한 경
제 둔화를 지양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부채 감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여 안
정적 수준에서 관리(稳杠杆)하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의
미이다.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은 2015년 ‘삼거일강일보’ 정책 이후 중
국정부가 제창한 중요한 이론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이
래 2년간(2016~17년) 중국의 거시경제 레버리지율은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
었지만 레버리지 구성요소간의 불균형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예컨대 사기업과
금융부문의 레버리지는 비교적 빠르게 감소한 반면 가계부문의 레버리지는 여
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기업, 특히 국유기업 레버리지와 지방
정부의 숨겨진 채무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중국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라
고 볼 수 있다.116)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금융리스크 방지와 ∆레버리지의
안정적 균형을 위해 ‘구조적 부채 감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
다.117) 구조적 부채 감축의 특징은 각 부문별, 채무 유형별로 선별적인 부채 감
축을 추진한다는 점이다.118)

116) 中国银行(2018), pp. 1~7.
117) 중국 금융기관 산하 연구소 ○○○ 인터뷰(2018. 11. 16, 중국 베이징).
118) 中信证券(201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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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축소를 위해서는 ∆경기부양 ∆통화팽창 ∆우량자산으로 부실채권
리스크 상쇄 ∆채무삭제(核销) ∆자산축적 ∆현(現) 자산가치의 재평가 등의 방
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느 방법도 대가 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
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출 증가 또는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119)
이렇게 경제성장과 부채 감축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2018년 들어
중국정부의 부채 감축정책은 ‘속도조절’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2016~17년
동안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부채 감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중국기업들의 디폴트
가 증가되었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으며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경제
의 둔화 추세가 가시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기부양 및 중국기업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을 위한 ‘유동성 확대’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부채 감축’ 사이
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양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
서 유동성 확대와 부채 감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안정적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구조적 부채 감축’ 기조에 돌입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120)
구조적 부채 감축을 통하여 ∆부채리스크의 근본적 방지 및 해소 ∆금융자
원의 배치 효율성 제고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유지 간의 동태적 균형 실현 등
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부채 감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경우
혼합소유제 개혁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 문책
제도를 확고히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121)

119) 姚余栋, 金海年 主编(2016), p. 7.
120) 中国银行(2018), pp. 1~7.
121) 위의 자료,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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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국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문건 현황
발표
발표기관
문건명
시기
1995. 국가경제체제 1995年经济体制改
7. 19 개혁위원회
革实施要点
국무원
关于规范国有企业改
2003.
국유자산감독
制工作的意见
11. 25
관리위원회
2005.
12. 19

국자위

关于进一步规范国有
企业改制工作的实施
意见

재정부

支持加大对中小企业
的金融服务力度

2013.
5. 24

2014.
8. 5

국무원
판공청

2015.
9. 8

국무원
판공청

2015.
12

2016.
3. 25

2016.
7. 26

关于多措并举着力缓
解
企业融资成本高问题
的指导意见
-

주요 내용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통하여 과도한 부채 문제 해결
국유기업 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실시
기업의 법정대표 및 재무책임자는 자산부채 조사 결과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짐
기업 자산부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정리 실시
기업 조사 실시 후 기업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순이윤
등 주요 재무지표를 직원 및 대중에 공개하고 민주적
감독관리를 받도록 함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재정금융 지원을 통한 레버리지
제공 기능 발휘: 중소기업 대출 구조조정 및 감면:
중소기업 대출 지원 방안 연구 및 중소기업 부실채권
처리 정책 마련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높은 융자비용 문제는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함. 예컨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재무 경성제약 형성 및 주식융자 발전을 통한
레버리지율 축소 추진 필요
각 지역 및 분야에서 기업융자비용 축소 관련 업무를
중점 실시

关于促进金融租赁行
业
- 설비 등에 대한 금융리스를 통해 기업 자산부채율 축소
健康发展的指导意见
중앙경제공작회의 - 공급측 개혁 정식 발의

- 2016년 9대 중점업무에 ‘공급측 구조개혁’ 포함
(과잉생산설비 해소, 기업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유효공급 확대, 금융리스크 예방 등 5가지 과제 제시)
关于2016年深化经 - 한계기업 처리방안 마련, 기업퇴출 기제 완비
국가발전개혁
济体制改革重点工作 - 지방정부채권 금액 규제관리, 리스크 경보 및 감독관리
위원회
的意见
기제 정비
- 지방정부 채권 발행 방법 개선.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의 시장화 구조조정 제도 마련
- 인프라 자산증권화 시범단지 조성
- 고부채 기업의 자산부채율을 높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투자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
关于推动中央企业结
국무원
- 가망이 없는 비효율 자산은 정리: 재산권 양도,
构调整与重组的指导
판공청
자산환가(资产变现) 등의 방식으로 3년 이상 성과가
意见
없고 향후 2년간 생산경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비효율 자산 처리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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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발표
시기

발표기관

2016.
8. 23

국무원
판공청

关于建立国有企业违
- 과도한 부채 리스크 및 기업의 금융채무 악의적 회피에
规经营投资责任追究
대하여 엄격한 책임 추궁
制度的意见

2016.
10. 10

국무원

关于积极稳妥降低企
- 출자전환, 한계기업 퇴출, 직접금융 비중 확대
业杠杆率的意见

2016.
12

발개위

市场化银行债权转股 - 시장화 방식의 은행채권 출자 전환에 대한 규범 정비
权专项债券发行指引 (발행조건, 업무요건 제시)

발개위

- 2017년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关于2017年深化经 절감, 취약부문 지원 등 5대 중점업무 적극 추진 계획 제시)
济体制改革重点工作 - 레버리지 축소 적극 추진: 기업부채 축소를 중점과제로
的意见
하여 기업 보유자산 활성화, 자산증권화, 채무 출자
전환의 시장화 법치화, 다층적 자본시장 발전, 주식을
통한 융자 증대, 국유기업 재무 레버리지 제약 강화

2017.
4

2017.
6. 27

문건명

주요 내용

- 인민은행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거시경제 과열도와
부채 상환능력, 국제수지 상황에 맞는 초국경 융자 수준을
파악하고, 레버리지율 및 통화정책 착오로 인한 리스크를
통제하며, 인민폐와 외화의 관리 일원화를 실현하고,
초국경 융자에 대한 거시적인 심사 관리 정책을 전국
범위로 확장하기 위하여 아래 조치를 통지함
关于在全国范围内实 - 중국 인민은행은 거시경제 과열 정도, 국제수지 상황 및
인민은행 施全口径跨境融资宏 거시 금융 기조에 근거하여 초국경 융자 레버리지,
观审慎管理的通知
리스크 요인, 거시건전성 조절 매개변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27개 은행류 금융기관의 초국경 융자에
대하여 거시건전성 관리를 진행하고자 함
- 중국 인민은행은 초국경융자 거시경제 리스크 측정
지표를 수립하고 초국경융자 거시경제 리스크 지표가
경보치를 넘어설 시 역주기 조절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조적 금융 리스크 통제

2017년
말
제13기 1차
2018.
전국인민대표
3
대회

중앙경제공작회의 - 디레버리징이라는 문구 삭제

정부업무보고

- 삼거일강일보 추진
: 삼거 중 일거는 기업부채 축소이며, 기업부채의 효과적
처분을 위한 정책 조치 연구 및 제시, 기업 자산부채율
및 자본금 규제 강화, 채무 출자 전환의 시장화 법치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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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발표
시기

발표기관

문건명

주요 내용
- 전 분야⋅시장⋅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계
작성
- 금융기관 자산관리 상품 통계제도 수립: 자산관리 상품의
규모, 관련성,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투입되는 자금

2018.
4. 9

국무원
판공청

关于全面推进金融业
综合统计工作的意见

구조, 레버리지율, 수익률 및 기간구조 등 중요 관측
지표를 작성하여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금융기관
자산관리 상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함
- 금융업 자산부채표 작성을 통해 금융자금의 유량, 저량
통계를 완비하고 매크로 레버리지 모니터링의 기초를
확립함
- 강철, 석탄 등 과잉생산 분야의 한계기업 퇴출방안 정비
- 각 지방은 퇴출기업 명단, 검사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해
상부 보고
- 가능한 한 빨리 유관 자산의 처리 및 채무청산 등에
대한 법률법규를 제정하여 한계기업 파산처리 기제 완비
- 기업채무의 적절한 처리: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국유자산 처리 손실과 관련한 재무 규정 등 유관 정책을

2018.
4

발개위

제정하고,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과잉생산기업 국유자산을
关于做好2018年重点
처리
领域化解过剩产能工
- 과잉생산 분야 금융채권 처리 정책 정비
作的通知
- 채무 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정책 해설 강화
- 지방(省, 区, 市)에서 자산공사를 설립하고 과잉생산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도록 지지
-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고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우위기업이 부실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장려
- 금융기관이 시장화 수단을 사용하여 과잉생산 분야의
대출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

2018.
5

중앙재경위원회
-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을 추진하기로 함.
(中央财经委员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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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발표
시기

2018.
8. 3

발표기관

발개위

문건명

주요 내용

- 기업부채 리스크 방지 기제 수립: 국유기업 자산부채
제약 기제 적용. 금융기관의 기업부채에 대한 제약 강화.
국유기업 자본관리 기제 완비. 기업부채 리스크 측정 및
경보 기제 마련. 대기업 채무 리스크의 공동 처리 기제
완비
- 채무 출자 전환의 시장화⋅법치화 추진: 채무 출자 전환
주체 확대 장려. 실시 기관의 융자 경로 확대
사회자금의 레버리지 축소 분야 투자 유도. 채무 출자
전환 자산거래 기제 완비. 채무 출자 전환 우선 시범지역
2018年降低企业杠杆
지정. 시장화 출자 전환 및 현대기업 제도의 유기적 결합.
率工作要点
채무 출자 전환 주주 권익 보장 강화
- 한계기업 채무 처리 가속화: 한계기업 채무처리 정책
체계 완비. 법에 의거하여 파산 실시 과정의 장애 제거.
법에 의거한 파산 기제 완비
- 기업합병 구조조정 등 기타 레버리지 축소 조치 추진
병행
- 협동적 조치: 자본시장 감독관리 체계를 통한 레버리지
감독관리 강화. 국유자산 처분 효율 제고. 회계심사 업무
지도 강화

- 국유기업 자산부채 제약 지표 표준 마련
- 국유기업 자산부채의 자발적 제약 기제 마련: 자산부채
수준 및 구조의 합리적 설정. 자산부채 제약에 대한
일상적 관리. 국유기업의 자회사 자산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 국유기업 자산부채 외부제약 기제 강화: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자산부채 감독관리 및 경보 시스템 수립.
고부채 기업 자산부채율 기한 내 축소 기제 수립.
关于加强国有企业资
기업재무 신뢰 상실 행위에 대한 공동징벌 기제 마련
2018.
국무원판공청 产负债约束的指导意
- 국유기업 자산부채율 제약에 대한 협동적 조치:
9. 13
见
정부채무와 기업채무의 경계 규명. 국유기업 보유자산
활성화를 통하여 채무구조 개선. 국유기업의 자본 보충
기제 다양화. 국유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장려. 국유기업
파산 제도 실시
- 국유기업 자산부채율 제약의 조직적 실시: 각종 책임주체
명확히 정의. 부문간 정보공유 및 사회공개 감독관리
기제 수립. 국유기업 자산부채 제약 업무의 조직간 협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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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발표
시기

2018.
10. 24

발표기관

문건명

주요 내용

국무원

关于2017年度国有
资产管理情况的综
合报告

- 2018년 10월 24일 국무원은
｢中共中央关于建立国务院向全国人大常委会报告国有资
产管理情况制度的意见｣의 요건에 근거하여 2017년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함

- 한계기업 채무 처리 원칙: 시장화⋅법치화, 정부 역할
발휘. 채무 처리 중의 각종 리스크 효과적 방지
- 한계기업 채무 처리 방식: 채무 처리 기업 명단 확정
→ 처리방안 마련 및 실시 → 처리가 곤란한 기업에
关于进一步做好“僵
대해서는 후속조치 실시
2018. 발개위 등 尸企业”及去产能企
-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비: 자산 처리로 보유자산의
12. 4 11개 부처 业债务处置工作的
활성화 지원. 관련 금융 신용대출 정책 완비. 관련
通知
사회보장 및 제세정책 완비. 토지 재이용 효과적 전개
지지. 구조조정 기업 신용회복 기제 완비
- 조직적 실시: 정부 법원 협조기제 수립. 사회신용에 의한
제약 강화. 책임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조직적 협조 강화
자료: 中国人民银行(2017); 国家体改委(1995); 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2016, 2018);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6,
2017);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a), 「2018年降低企业杠杆率工作要点」;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b), 「关
于进一步做好“僵尸企业”及去产能企业债务处置工作的通知」; 国务院(2016, 2018); 国务院办公厅(2014, 2015);
国务院办公厅(2016a), 「关于建立国有企业违规经营投资责任追究制度的意见」; 国务院办公厅(2016b), 「关于推
动中央企业结构调整与重组的指导意见」, 国务院办公厅(2018a), 「关于加强国有企业资产负债约束的指导意见」;
国务院办公厅(2018b), 「关于全面推进金融业综合统计工作的意见」;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2003, 2005);
财政部(2013)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 검색일: 2018. 12.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2017년 5월 24일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낮
추었으며, 같은 해 9월 S&P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였다.
무디스와 S&P는 모두 중국의 부채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 또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8년까지 28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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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이 금융위기나 성장둔화 장기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016년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의 과잉부채로 인해 세계경제
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중국의 부채 감축 과정이 중국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더욱 감소하여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
은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아래에서는 중국 및 해외의 문헌들에 사용된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가 실
물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빠른
신용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신용(credit) 한 단위가 과거와 유사한 정도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정
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35% 수준이었
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6년에는 235%까지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5
년 3/4분기부터 2016년 4/4분기까지 신용갭은 BIS가 경보 단계 임계치
(threshold)로 정의한 10%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25% 선까지 초과하였다. 이
그림 4-15. 중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s)
(단위: %포인트)

주: 신용갭은 국제결제은행(BIS)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신용 리스크 평가 지표로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냄. 2%포인트 미만은 ‘보통’, 2~10%포인트 구간은 ‘주의’, 10%포인트 초과 시 ‘경보’ 단계로 분류됨.
자료: BIS(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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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용확대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22) 2016년 공급측 개혁이 본격화된 후에는 중국의 신
용갭 또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2016년 1/4분기에 2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4/4분기에는 12.7%까지 감소하였다.
여전히 10%를 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신용갭 감소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2018년 1/4분기 중국 신용갭은 14.9%로 다시 증가세
로 전환되었다(2.2%포인트 증가).
IMF(2018)는 중국의 신용갭 추세 분석과 함께 중국 신용의 비효율성이 얼
마나 증대되었는지도 분석하였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해왔으나 중국
정부,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나친 신용 확대가 발생하여 그 결과 높은 기업부채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

그림 4-16. 중국의 신용강도(Credit Intensity)
(단위: %)

주: 1) 신용 강도(Credit Intensity)는 신용 변화율(A)을 GDP 변화율(B)로 나눈 값(A/B)을 의미함.
2) 중국의 신용강도는 2011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신용강도의 증가는 똑같은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신용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함.
자료: IMF(2018), p. 5.

122) IMF(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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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 산업, 기업 및 지역이 ‘공정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용을 가져
갔고, 신용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2011년 이후 중
국의 신용강도(credit intensity)는 급속히 상승하여, 신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
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08년에는 1년간 약 5조 위안 정도의 명목
GDP 상승 효과를 보려면 신규 신용 6조 5,000억 위안이 필요했지만, 2015~
16년에는 같은 명목 GDP 증가 효과를 위해 200조 위안 이상의 신규 신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2~16년의 신용강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신용강도는 줄어든 반면(신용 효율의 제고), 공업 및 건설 분야의 신용강도가
확대되었다(신용 효율의 감소). 지역별로는 광업 기업이 대거 포진된 동북지역
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규 신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신용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ADB(2018)는 이자보상배율(ICR)123)이 1보다 낮은 한계기업의 부채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부채의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였다. 부채를 많이 보
유하고 있더라도 상환능력이 있다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는 반면, 상환능력
이 없는 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이후 한계기업의 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4-17
참고). 특히 강철, 알루미늄, 석탄 등 원자재와 부동산 분야 한계기업의 부채 규
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4-18 참고). 실제로도 중국기업의 채무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만 최소한 20건
이상의 회사채 디폴트가 있었고 2018년 5월 기준 미상환 채무는 약 663억 위
안으로 회사채의 0.39%를 차지하였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채 재대출(refinancing) 금리가 7%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123) 이자보상배율(ICR)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
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임. 이자보상비율의 계산식은 영업이익/금융비용
혹은 (경상이익+금융비용)/금융비용임. 통상적으로 ICR이 1.5 이상이면 이자지급능력이 충분하다
고 보며, 1 이하이면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로 잠재적 부실기업, 즉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음. 시사
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263&cid=43667&categoryId=436
67(검색일: 2018.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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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비금융기업
부채 리스크

그림 4-18. 국유기업 부채 리스크,
산업별(2015년)

주: ICR=Interest Coverage Ratio.
자료: ADB(2018), pp. 4-5.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채무불이행은 더
욱 증가할 수 있다.124)
요약하면 중국 기업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급속
도로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대외무역이 급감하자 중국은 내수 진작 정책을 펼쳤다. 2009년 들어 중국은
GDP의 12%(2008년 GDP 기준)에 해당하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빠른 신용확대로 뒷받침되는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해졌으나 신용갭과 신용비효율 또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2015년경 중
국정부는 기업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 조치
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말에는 공급측 개혁하에서 기업부채 축소정책
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공급측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6년과 2017년
에는 중국의 기업부채 증가율이 감소하고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중국 경기둔화, 미중 통상분쟁 격화 등으로 인하여
1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7-02/china-heads-for-record-defa
ults-and-downgrades-tip-further-pain(검색일: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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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또한 위와 같은 흐름을 따라 변화하였다. 2015
년 들어 중국 기업부채가 중국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
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기업부채 축소 정책에 힘
입어 중국 신용갭과 신용강도 등 중국 기업부채에 따른 리스크 평가 지표들이
모두 하향세를 보였다. 즉 중국정부가 기업부채에 따른 리스크를 잘 감소시키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는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 평
가 지표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당국과 국내외 학계⋅언론이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은 중국의 기업부채
수준이 높고 그 증가율도 빠르지만 중국 기업부채 문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심각한 리스크를 야기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또한 부채 축
소와 안정적 경제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중국정부의 관련 정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2018)125)는 중국의 높은 기업부채 수준에 대하여 우
려를 표하면서도 중국 특유의 완충망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채로 인한 중국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였다. 중국의 높은 기업부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률126)과 낮은 외채비율,127) 경상수지 흑자 및 정부 주도의
금융규제로 인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IMF는 평가하였
다. Economist(2018)128)에 따르면 부채위기는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국
내 가계 및 민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1997~98년 아시아 금
융위기는 외채를 상환하지 못한 사례이고, 2007~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지 위기는 국내 가계 및 민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사례이다. 반면 일본처럼

125) IMF(2018), pp. 4-16.
126) CEIC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총저축률(Gross Domestic Savings Rate)은 46.4%를 기록하였음
(1952년부터 2017년 사이 평균 저축률은 36.7%임).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3).
127)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14%임. 国家外汇管理局, http://www.
safe.gov.cn/safe/tjsj1/index.html(검색일: 2018. 11. 28).
128) EIU(2018), http://www.eiu.com/Handlers/WhitepaperHandler.ashx?fi=China_SSSR_EN.
pdf&mode=wp&campaignid=ChinaSSSR2017(검색일: 201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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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축적된 대규모 부채는 상환불능 위기를 맞지 않았다. 이 경우 정부
가 필요에 따라 대출 조건이나 금리를 재설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
까지는 가지 않는다. 중국 기업부채의 경우에는 국유기업 부채가 큰 비중을 차
지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축적된 부채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7년 말 기준 13.4%에 불과한 데다 그 대부분이 국유기업의 외
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 기업부채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 정부와 관련된 부채였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국유기업 부채만 GDP의 120%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정
부 당국은 정부와 국유기업 내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이익 또는 부채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 의무를 다른 쪽으로 넘기거나 상환기한을 연
장해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기업부채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
나, 지나치게 큰 기업부채 규모와 빠른 증가율로 인하여 중국기업 생산성이 악화
되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
고 자본의 많은 부분이 이자 상환에 투입된다. 이로 인해 악화된 생산성은 고용 및
임금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및 사회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다.129)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때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무역이
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경고하였
129) EIU(2018), 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946807078&Country=China&
topic=Economy(검색일: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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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임 직후인 2017년에는 중국을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무역규
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였고, 2018년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입
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제품, 세탁기 등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발표⋅실시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
민감기술에 대한 투자 제한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
벽 제거 ∆서비스업 및 농산물 시장진입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와 이에 대한 수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미중 통상분쟁은 해결의 기미를 보였다
가도 격화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과 레버리지 축소는 2018년 중국경제의 양대 핵심이슈라고
볼 수 있다. 미중 통상분쟁과 레버리지 축소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
다.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중국경제가 둔화세를 보이자 중국은 공급측 구
조개혁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부채감축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인
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기존의 ‘안정 중립’에서 완화적인 의미의 ‘안정’으로
변경되는 등 중국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법에는 ∆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
MLF, SLF 공급130) ∆역RP거래131) 등이 있다. 중국은 2016년 이후로는 기업
자금조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인하보다는 지준율 인하
나 MLF 공급을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
된 2018년 들어 중국은 1월 25일, 4월 25일, 7월 5일, 10월 15일 등 네 차례
에 걸쳐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하였다. 중국의 2018년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를 살펴보면 ‘선별적 유동성 공급’이라는 특징이 있다. 포용적 금융(普惠金融)

130) 창구지도 형식의 재대출을 의미함.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Short-term Lending Facility).
131) 역환매조건부채권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후 다시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사들이는 채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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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32)을 충족하는 은행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지
급준비율 인하를 통하여 확보된 유동성을 기존 MLF나 영세기업 대출 상환에
사용하도록 전제조건을 둠으로써 유동성 확대로 인한 혜택이 금융리스크 방지
를 위한 목적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미중 통상분쟁의 격화와
중국 기업부채 축소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절충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술한 2018년 5월 중앙재경위원회(中央
财经委员会)의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을 통한 부채 감축 속도
조절 방침과도 일맥상통한다. 씨티은행은 중국의 이러한 부채 감축 속도 완화
로 인하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18년 말에는 12.3%포인트 증가한
27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써 2017년 하반기에 GDP 대비 기
업부채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던 반면, 2018년에는 다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133)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대함
으로써 기업부채 감축 정책의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국유기업에 대한 부채 감축
정책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나’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중국 금융당국이 기업부채 축소 정책에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미
중 통상분쟁 격화 이외에도 2018년 들어 중국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점을 들
132) 포용적 금융(普惠金融)이란 2005년 UN이 제안한 개념으로 소형영세기업, 농민, 도시 저소득인구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33) “Trump’s trade war is forcing Beijing to retreat from its own anti-debt battle,” https://
www.cnbc.com/2018/10/19/trade-war-forces-china-to-retreat-in-battle-against-deb
t-deleveraging.html(검색일: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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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24건으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중국 회사채 디폴트 17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134) 최근 중국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한 것은 중국정부가 기업부채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그림자 금융
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도하게 긴축된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문제는
2018년에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회사채 디폴트 기업
대다수가 민영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중국정부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동원하여
민영기업의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135)
위와 같은 상황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부채 축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쳤
음에도 민영기업의 디폴트가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어 보인다.
사실상 중국 국유기업 부채 비중은 62%로 민영기업 부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문건들을 보면 주로 국유
기업 개혁 및 부채 축소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표 4-1 참고). 그러나 중국 당
국이 유동성 축소 기조를 보이면 중국 금융권은 기업 실적과는 상관없이 국유
기업보다는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기업수익의 40%, 고용의 20% 정도 비중에 불과하지만 기업대출 중에서는
2/3를 차지하고 있다.136) 반면 민영기업들은 중국 GDP에서 60% 이상을 기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비중은 25%에 불과하며, 정식 경로로 대출을 받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137)
이에 따라 최근 중국 학계 및 언론에서는 ‘기업부채 축소(去杠杆)’가 문제가
134) Fund Selector Asia(2018. 11. 22), https://fundselectorasia.com/could-chinas-defaul
ts-accelerate/(검색일: 2018. 12. 5).
135) “Trade War Update: China Old Economy Debt Burdened As New Economy Faces Tariffs,”
https://www.forbes.com/sites/kenrapoza/2018/08/16/trade-war-update-china-old-ec
onomy-debt-burdened-as-new-economy-faces-tariffs/#56f8f4d12e08(검색일: 2018. 10.
30).
136) South China Morning Post(2018. 11. 19), https://www.scmp.com/week-asia/opinion/
article/2173480/xis-sudden-embrace-private-firms-cant-solve-chinas-economic(검
색일: 2018. 12. 5).
137) http://www.chinadaily.com.cn/a/201811/20/WS5bf34330a310eff303289ac6.html(검색
일: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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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진민퇴’의 재등장이 문제이며 ‘기업부채 축소’를 ‘국진민퇴’의 도구
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유기업이 민
영 디폴트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국진민퇴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138) 2018년 들어 국가자본이 민영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참여
한 사례가 최소 28건에 달하였다.139) 진리타이(金力泰), 이안커지(宜安科技),
홍위신차이(红宇新材), 진이원화(金一文化) 등이 이러한 사례에 포함된다. 안방
보험, 화신에너지 등 굴지의 민영기업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국유자
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진민퇴’ 재등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진핑 주석을 위시한
중국 지도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민영기업 좌담
회를 열고 민영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40) 리커창 총리는
2018년 9월 톈진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민영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조치
를 마련하고 민영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힘쓰겠다고
연설하였다.141) 또한 중국 금융당국은 민영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6. 소결 및 시사점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는 가계 및 정부 부채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

138) 网易(2018. 8. 5), http://money.163.com/18/0805/15/DOF3VF86002581PP.html(검색일:
2018. 12. 15).
139) 中国经营报(2018. 8. 18), http://finance.eastmoney.com/news/1350,201808189295149
59.html(검색일: 2018. 12. 15).
140)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11/01/c_1123649488.htm(검색일: 2018. 12.
15).
141) 新华社(2018. 9. 19),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8-09/20/c_112345
6097.htm(검색일: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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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왔으며, 그 규모 또한 압도적으로 크다. 2016년 공급측 구조개혁이 실시되
고 2017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17년 말 중국의 기업부채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미중 통상분쟁 격화와 중국 경기둔화로 인하여 2018년
1/4분기에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중국 기업부채의 특징은 국유기업 부
채 비중이 민영기업에 비하여 크다는 점,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건설업, 공공
사업의 자산부채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철강, 석탄 등 과잉생산
분야의 자산부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단기부채보다 중장기부채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된 정책은 2015
년 말 이전의 기업부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2015년 말 이후~2017년까
지 공급측 구조개혁하에서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그리고 그 이후 2018년부터는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의 속도를 조절하는 ‘구
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 단계로 전환되어왔다. 중국 기업부채 축소 정책은 주
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유기업 개혁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중국 기업부채 문제가 금융리스크로 발전하여 실물경제로
전이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과 국내외 학계⋅언론이 대체로 동의
하는 부분이 중국의 기업부채 수준이 높고 그 증가율도 빠르지만 심각한 리스
크를 야기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다만 기업부채 증가가 적
절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경기둔화와 기업 생산성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한 주요 이슈로는 미중 통상분쟁 시
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기
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의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국유기업에 대한 부채 감축 정책
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은행권이 국
유기업보다는 오히려 민영기업에 대한 부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2018년에는 특히 민영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였다. 향후에도 민영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영기업의 경우 기업간
교차 보증142) 사례가 많아 회사채 디폴트로 인한 리스크 전염 또한 우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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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이러한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최근 민영기업 국유화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국진민퇴’가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
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진핑 지도부는 여러 공식석상
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143)
중국의 기업부채 축소 현황과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중국은 과거 국유기업의 연성예산제약 폐단으로 인하여 경쟁력
이 없는 부실기업도 정부의 보증으로 생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중국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였고 그중에는 국유기업이 여러 건 포함되었
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유기업에서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국
유기업에 디폴트가 발생한 첫 사례는 2015년 4월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에
위치한 지방 국유기업인 텐웨이(天威)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2018년 8월에는 중국 산시성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위치한 국유기업인 신장생
산건설병단(XPCC)의 산하기관인 제6지부가 디폴트 사태를 맞았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이 디폴트에 이른 첫 사례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디폴트 사태로 국내 투
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NICE 신용평가가 유효등급을 부여 중인 증권사 중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신영증권 등 5개사가
관련 유동화증권144)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145) 이처럼 이제는 중국 중앙
142) 2개 이상 그룹이 서로 짜고 상대방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을 의미함. ｢‘교차보증’ 금지..공정
위, 4월부터｣(2000. 2. 10), http://news.han kyung.com/article/2000021001381(검색일:
2018. 12. 5).
14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1-18/china-s-daisy-chain-of-debtguarantees-looms-as-systemic-danger(검색일: 2018. 12. 5).
144)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자회사 채무의 만기 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Cross Default 조항에 근거, CERCG가 지급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금정제십이
차(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함. 나이스신용평가(2018. 5. 31),
http://m.nicerating.com/fileDown.jsp?docId=1MElnsSrCos(검색일: 2018. 12. 22).
145) 나이스신용평가(2018. 5. 31), http://m.nicerating.com/fileDown.jsp?docId=1MElnsSrCos
(검색일: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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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방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술하였듯이 2018년 들어 민영기업의 디폴트 또한
급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중국과 수출,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중국
의 경제발전 추이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부채 축
소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들어 중국 금융당
국은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에
숨고르기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중국은 경기부양과 부채 감축 간의 상충관
계 속에서 정책적 선택을 통하여 금융리스크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방지에 노
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심각한 경제위기나 금융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
하면서 1/4분기 6.8%, 2/4분기 6.7%에 이어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중국
이 ‘구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미중 통상분쟁 격화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바,
우리는 수출 및 투자 국가 다변화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 마
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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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국내 기업원가 절감 관련 연구는 기업원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부용(2016), 양한수(2016), 이혁구(2016), 김현수
(2017) 등이 있다.
2018년 들어 중국이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뉴스
나 이슈분석 형태의 자료들이 여럿 눈에 띄는데 Kotra의 해외시장뉴스와
KIEP CSF 자료들이 대표적이다(김부용 2018a; 김성애 2018).
한편 중국 내에서는 공급측 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원가 절감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국재정과학
연구원 원가절감과제팀이 연도별로 수행한 중국 지역별 원가절감 관련 실태조
사(中國財政科學硏究院“降成本”課題組 2016, 2017)와 高培勇, 汪德華(2017)가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의 원가부담 현황과 원
가절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원가부담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물류비용,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기업세, 환경 관련 비용, 행정
성 지출비용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기업원가 절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세금 감면, 행정비용 감축
과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등 유
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추진된 기업원가 절감 정책이 어
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끝
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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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원가 현황
기업원가 절감은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영환
경을 개선해 중국이 혁신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의 다섯 가지 과제 중 하나로 기업원가 절감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중국은 기업들의 원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러한 비용에는
인건비, 세금, 자금조달 비용,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
지비용과 부동산 임대비용과 같은 일반적인 항목 외에도 중국 특수로서 제도적
거래비용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5-1. 중국 제조기업의 원가 구성
(단위: %)

주: ‘환경’에는 환경보호설비 구매비용, 폐기물 처리 및 탄소배출 인증비용이 포함됨. ‘기타’에는 투자비용, 물류비용, 감가상각
및 기타 영업비용이 포함됨.
자료: 이윤식(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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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금조달 비용
우선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은행대출 비용의 경우 중국은 인도,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여타 BRICs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한국, 미
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다(표 5-1 참고). 이마저도 국유기업이나 대
기업에 집중된 탓에 민간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
으며, 이는 또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채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이후 지방정부 및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
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영기업이나 중소형 기업의 경우 2015
년까지 실질 대출금리가 7% 정도에 달했으며, 국유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자금조달 비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중국과 주요국의 기준 대출금리 비교
(단위: %)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5.6

6.1

7.5

5.3

5.3

5.8

6.6

6.0

6.0

5.6

4.4

4.4

4.4

미국

6.2

8.0

8.1

5.1

3.3

3.3

3.3

3.3

3.3

3.3

3.3

3.5

-

영국

4.6

4.6

5.5

4.7

0.6

0.5

0.5

0.5

0.5

0.5

-

-

-

일본

1.7

1.7

1.9

1.9

1.7

1.6

1.5

1.4

1.3

1.2

1.1

1.0

-

한국

5.6

6.0

6.6

7.2

5.6

5.5

5.8

5.4

4.6

4.3

3.5

3.4

3.5

-

-

-

-

-

-

-

-

9.5 11.1 15.7 12.6

러시아
인도

10.8 11.2 13.0 13.3 12.2 10.2 10.2 10.6 10.3 10.3 10.0

9.7

9.5

브라질 55.4 50.8 43.7 47.3 44.7 40.0 43.9 36.6 27.4 32.0 44.0 52.1 46.9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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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기업 소유제 형태별 및 규모별 실질 대출금리 비교
(단위: %)

분류
소유제

규모

2014

2015

2016

국유기업

6.13

5.91

5.26

민영기업

7.65

7.41

6.79

대형기업

6.91

6.92

6.36

중형기업

7.58

7.13

6.81

소형기업

7.20

7.01

6.34

영세기업

6.08

6.73

6.00

자료: 中國財政科學硏究院“降成本”課題組(2017), p. 146, p. 148.

나. 인건비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주도의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
환하면서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임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함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의 노동집약형 업종에
서는 인건비 상승과 저임 노동자 고용난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동시에 직면하
기도 하였다.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우위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하던 중국
그림 5-2. 중국의 연평균 임금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위안, %)

주: 2000년, 2005년, 2010년의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國家統計局 통계(검색일: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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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해가면서 과거와 같은 저임금 시대와는 작별을
고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도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상
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 특히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던 기업들이 동
남아로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유턴하는 등 제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2008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를 부추기고 있다.

표 5-3. 주요국 FDI의 對세계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18. 12. 16).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비율 또한 여타국에 비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양로보험은 대상에 따라 도시 기업 취업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직공양로금,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관
및 사업단위 종사자 양로금, 도시 16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
민양로금,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신형 양로보험 등 네 가지로 나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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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납입액과 혜택이 다르다. 이 중 도시근로자양로금제도가 규정한 납입
액은 임금의 28%를 차지하며, 그중 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20%이
다. 이는 일본의 15.4%, 미국의 12.4%, 한국의 9%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
이다.146)

다. 물류비용
물류비용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 역시 최근 지
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류비용이 기업의 영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16년에는 3%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비용에서 차
지하는 비중 또한 동기간 2%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147)
업종별로는 채굴업의 물류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기ㆍ열ㆍ가스

표 5-4. 업종별 물류비용 비중 추이(2016년)
(단위: %)

영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농ㆍ임ㆍ목ㆍ어업

2.84

2.13

채굴업

6.18

3.95

제조업

2.84

2.13

전기ㆍ열ㆍ가스ㆍ물 공급업

3.52

2.88

건설업

2.00

1.64

도소매업

2.37

1.67

숙박 및 요식업

2.39

0.68

정보전달ㆍ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01

0.56

부동산업

2.11

0.85

기타

3.69

2.40

자료: 中國財政科學硏究院“降成本”課題組(2017), p. 157.

146) 이윤식(2017).
147) 中國財政科學硏究院“降成本”課題組(2017),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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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 공급업, 농ㆍ림ㆍ목ㆍ어업과 제조업 순이었다.148)
이 같은 물류비용의 증가는 인건비 인상 외에 휘발유 가격의 빠른 상승, 차량
유지비용의 증가, 도로 통행료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와 더불어 토지비용도 낮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큰
이익을 봤으나, 중국이 경제성장, 특히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
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토지비용이 크게 오르게
되었다. 1998년 주택개혁을 추진한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
며,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몇 차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 토지가격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등의 1인
당 소득이 높은 대도시는 땅값이 우리나라의 강남을 넘어서는 곳도 많다.

그림 5-3. 중국 5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추이
(단위: 위안/m2)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16).

14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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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는
것은 지방정부가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를 위해 투자 위
주의 성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토지사용권 판매가 지방정
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등의 원인에 기인한다.

마. 기업세
중국의 기업세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中國財政科學硏究
院“降成本”課題組(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업 납세액이 전체 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기업이 3.7%에 이르며, 이 비중은 2016년 4.3%
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납세 부담이 매우 커 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기업
가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왔다.

표 5-5. 기업 납세액이 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분포
(단위: %)

<5%

5~15%

15~25%

>25%

2014

60.2

30.4

5.7

3.7

2015

58.4

32.0

5.8

3.8

2016

58.0

31.8

5.9

4.3

자료: 中國財政科學硏究院“降成本”課題組(2017), p. 162.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게다가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도 대폭 상승하였다. 베이징사범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에서 2016년 6%까지 상승했으며, 2018년부터 환경세를
추가 징수해 오염물 배출비용을 대체할 예정이다.149)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 147

중국은 그동안의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불
러일으켰으며, 이에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도 신에너지
자동차로 전향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 행정성 지출비용
중국정부는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로 악명이 높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
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ㆍ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 경
비’에 쓰이고 있다.150)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
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되며,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
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151) [표 5-6]에서
표 5-6.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및 비세수 수입(2017년)
(단위: 억 위안, %)

합계

중앙

총수입

172,593

81,123

지방
91,469

세수 수입

144,370

75,697

68,673

비세수 수입

28,223

5,426

22,797

행정사업성 수입

4,745

440

4,305

전문항목 수입

7,029

509

6,520

6.8

1.2

11.8

(행정사업성 수입+전문항목 수입)/
총수입 비중(%)
자료: 國家統計局 통계(검색일: 2018. 12. 16).

149) 또한 베이징중앙재경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세 추가 징수는 중국정부에 500억 위안의 추가
적인 세수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환경보호 관련 지출비용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윤식(2017).
150) 연합뉴스(2014. 5. 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sid1=104&oid=001&aid=0006901504(검색일: 2018. 11. 14).
15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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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중국의 세수 수입에서 행정사업성 및 전문항목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이 비중은 11.8%로 매우 놓다.
이처럼 행정관리 비용이 많다보니 당연히 행정성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정
부수수료도 많은데, 2016년을 예로 들면 정부수수료가 GDP의 약 10.5%를 차
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가 GDP의 10.9%를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152)
이처럼 높은 원가는 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동시에 신규 기
업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이 되므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기업원가 절감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정부는 세금부담 경감, 행정비용과 정부기금 비용
절감, 전략산업에 대한 장려정책과 융자혜택 제공 등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2018년 3월 개최된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혁신하
기 좋은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기업과 개인의 세제 부담을 8,000억 위
안 더 줄이고 행정수수료 같은 세금 외 부담도 3,000억 위안 덜어주겠다”고 밝
힌 바 있다.153) 이후 중국정부는 연속적으로 기업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했다.

가. 세금 감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중국정부는 몇 년 전부터 감세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52) 이윤식(2017).
153) 新華網(2018. 3. 2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22/c_112257
5588.htm(검색일: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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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들어 이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증치세(부
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다방면에 걸쳐 대대적
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중이다.
우선 중국의 조세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치세의 경우 2012~
16년에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营改增)’을 중심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증치세 세율 간소화 및 인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
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중국 총 조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조세 항목이다.

그림 5-4. 중국 세수항목의 주요 구성
(단위: %)

자료: 國家統計局 통계(검색일: 2018. 12. 16).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전환’은 서비스업 종사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
써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세제 개혁 전 건설업과 대부분
의 서비스업에 부과되던 영업세는 제조업에 대해 부과하는 증치세와 비교하여
매입세액 공제 불가, 중복 과세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세율도 높았다.154)
이에 중국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중국 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하

154) 노수연, 이상희(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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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를 시범지역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추진하였다. 육로, 수로 등의
교통운수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문화창의 등의 서비스업이 개혁 범위에 포
함되었다. 동시에 기존 증치세 기준세율인 17%와 13% 외에 11%와 6%의 세
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2년 9월부터 베이징시를 비롯한 8개 성ㆍ시가 시
범지역으로 추가되었으며, 2013년 8월부터는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
함과 동시에 업종면에서도 방송과 영상 작품 제작, 상영 및 발행이 새로이 추가
되었다. 이후 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까지 개혁이 완료되었다.
중국정부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을 마친 후 2017년 7월에는
17%, 13%, 11%, 6%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증치세 세율을 17%, 11%, 6%
표 5-7. 중국의 증치세 개혁 추진 경과
시행날짜

지역

내용
-육로, 수로, 항공, 파이프 운송 등의 교통운수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문화창의, 물류보조, 유형 동산

2012. 1. 1

상하이시

임대, 감정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혁 추진
-기존 기준세율인 17%와 13% 외에 11%와 6%의
세율을 추가로 신설

베이징시, 장쑤성(江蘇省),
2012. 9. 1~ 안후이성(安徽省), 푸젠성(福建省),
2012. 12. 1 광둥성(廣東省), 톈진시(天津市),

-상하이시와 동일

저장성(浙江省), 후베이성(湖北省)
2013. 8. 1

전국으로 확대

2014. 1. 1

전국

-방송과 영상 작품의 제작, 상영 및 발행 포함
-철도운수업과 우편업 포함

2014. 6. 1

전국

-통신업 포함

2016. 5. 1

전국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포함
-모든 기업에 대해 신규 부동산 부가가치세를 공제
범위에 포함
2017. 7. 1
2018. 5. 1

전국
전국

-17%, 13%, 11%, 6% 등 4단계의 부가가치세를
17%, 11%, 6%로 간소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인하(17%→16%,
11%→10%, 6%→6%)

자료: 百度百科,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0. 18); 김부용(2018),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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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단계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는 증치세 세
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기존에 17%의 세율이 적용
되던 업종은 16%로, 11%의 세율이 적용되던 업종은 10%로 인하되었으며,
6%의 세율이 적용되던 분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8년 중국의 감세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업소득세 감면이다. 4
월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7가지 감세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기업소득세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창업과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 무관하지 않다. 즉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소
득세 감면을 통해 기업에 미치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창업과 혁신을 활성화하여 중국 내수시장을
키우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세기업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18년 1월부터 3년간 10%의 우
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
기로 하였다.155) 중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내자기업과 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는 한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세
율을 부여하였다. 2011년 1월부터는 영세기업 중 납세소득액이 3만 위안 이하
인 기업에 한해 추가로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였
다.156) 이후 과세표준 상한선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7년 6월에는 50
만 위안까지 올라갔으며,157) 2018년부터는 100만 위안으로 크게 상승했다.

155)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8. 7. 11).
156)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1a. 1. 27).
157)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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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중국의 영세기업 소득세 개혁 추진 경과
시행날짜
1994. 1. 1

내용
-국내기업의 소득세율은 33%로 하되, 납세소득액 3만~10만 위안 기업은 27%,
납세소득액 3만 위안 이하 기업은 18%의 세율을 적용

2008. 1. 1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되, 영세기업의 소득세율은 20%로 함
2011. 1. 27
2012. 1. 1
2014. 4. 8
2015. 10. 1
2017. 6. 6
2018. 7. 11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영세기업의 소득세율을
20%로 하며, 납세소득액이 3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로 50% 감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영세기업의 소득세율을
20%로 하며, 납세소득액이 6만 위안 이하 영세기업의 경우 추가로 50% 감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6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1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선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자료: 國務院(1993. 11. 26); 國務院(2007. 11. 28);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1a. 1. 27);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1b.
11. 29);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4. 4. 8);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5. 9. 2);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7.
6. 6); 财政部, 国家税务总局(2018. 7. 11).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
개발용 설비의 상한액을 기존의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
였으며, 해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추가 공제 범위에 포함시켰다.158)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술
형 중소기업에 한해 이월결손금 공제 연한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159) 아울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 투자기업과 엔젤 투자
자에게 투자액의 70%에 대해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지난 2017년 9
월 실시한 8개 전면 혁신 개혁시범구160)와 쑤저우(苏州) 산업단지에서 2018
158) 新浪(2018. 5. 15),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
0.shtml(검색일: 2018. 6. 24).
159) 위의 자료.
160) 8개의 전면 혁신 개혁시범구는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허베이성(河北省)을 포함하는 징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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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국은 2016년부터 2년간 10개 성(省)ㆍ시와 5개 국가급 신구161)에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소득
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왔다.162) 2018년부터는 이를 중국 전
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2018년 5월 중국 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
처에서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구의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소득세 정
책의 전국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将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地区技术先进型服
务企业所得税政策推广至全国实施的通知)」를 발표,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
여하기로 하였다. 이에는 컴퓨터와 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문
화기술 서비스, 중의약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새로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5%의 기
업소득세가 적용된다.163)
이밖에 일반기업의 직원교육비 세금 감면액을 기존의 2.5%에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 조정하였다.164) 자금장부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수입 및 잉
여자본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는 인지세 징수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건
별로 징수하는 기타 장부는 인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165)

(京津冀), 상하이(上海)시, 광둥성(廣東省), 안후이성(安徽省)의 허페이(合肥)-우후(芜湖)-벙부(蚌埠),
쓰촨성(四川省)의 청두(成都)-더양(德陽)-몐양(綿陽), 후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漢), 산시성(陝西省)
의 시안(西安), 랴오닝성(遼寧省)의 선양(沈陽) 등임.
161) 구체적으로 톈진시(天津)시, 상하이(上海)시, 하이난성(海南省), 선전(深圳)시, 항저우(杭州)시, 우한
(武汉)시, 광저우(广州)시, 청두(成都)시, 쑤저우(苏州)시, 웨이하이(威海)시 등 10개 성(省)ㆍ시와 하
얼빈(哈尔滨)신구, 장베이(江北)신구, 양강(两江)신구, 구이안(贵安)신구, 시셴(西咸)신구 등 5개 국
가급 신구가 있음.
162) 財政部, 國家稅務總局, 商務部, 科技部, 國家發展改革委員會(2016. 11. 10).
163) 財政部, 國家稅務總局, 商務部, 科技部, 國家發展改革委員會(2018. 5. 19).
164) 新浪(2018. 5. 15),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
0.shtml(검색일: 2018. 6. 24).
16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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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적용 범위(서비스무역 분야)
적용 범위

분류

시스템 통합 자문서비스; 시스템 통합 공정서비스; H/W 설비
1.

정보시스템

현장세팅과 S/W 설치 및 관련운영 지원서비스; 시스템 운행검측 감독

통합서비스

및 통제, 고장 수리, 성능관리,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영
유지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데이터 저장관리 서비스; 데이터 기획, 평가, 회계감사, 컨설팅, 정리
데이터 서비스 및 응용서비스;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기타 미분류 데이터
처리서비스 등
연구 및
실험개발

2.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서비스
공업설계
서비스

양도
문화상품
디지털 제작
3.

및 관련

문화기술

서비스
문화상품의
대외번역, 더빙
및 제작서비스

4.
중의약
의료서비스

인류지리학, 경제학, 인문학 등 분야의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상품의 재료, 구조, 메커니즘, 형태, 색상 및 표면처리의 설계와 선택;
상품 종합설계 서비스(상품 외관설계, 기계구조 및 회로설계 등 서비스)

지재권 국가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의 기술무역(국가간 지재권 허가는 수권한
간 허가 및

서비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공학, 의학, 농업과학, 환경과학,

외국기구가 특허ㆍ저작권ㆍ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재권
양도는 특허ㆍ저작권ㆍ상표권을 외국기구에 매각함을 의미함)
무대연출,음악ㆍ미술ㆍ문물ㆍ비물질 문화유산ㆍ문헌자료 등 문화 내용
및 각종 출판물을 디지털화 혹은 개발해 매체에 제공하거나,
디지털기술 전파 및 문화상품 경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
중국 문화상품을 타국 언어로 번역 혹은 더빙; 타국 문화상품을
중국어로 번역 혹은 더빙; 기타 관련 제작서비스

중의약
의료보건 및 중의약 관련 원격 의료보건, 교육훈련, 문화교류 등 서비스
관련 서비스

자료: 財政部, 國家稅務總局, 商務部, 科技部, 國家發展改革委員會(2018. 5. 19).

또한 물류와 관련하여 대형 컨테이너 트럭 차량 구매세를 기존의 10%에서
5%로 50% 감면해주고,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66) 현재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
의 가격은 6만 위안에서 15만 위안 사이이므로 차량 구매세 50% 감면 시 구체
166) 김성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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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제혜택은 3,000위안에서 7,000위안 수준으로 예상된다.167)

표 5-10. 2018년 중국의 신규 기업 감세정책
분류

신규 정책
증치세 1%포인트 인하(제조업은 16%로,

증치세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스ㆍ농산물 업종은
10%로 인하)

기존 정책

시행 기간

제조업: 17%
교통운수ㆍ건설ㆍ통신서비

2018. 5. 1~

스ㆍ농산물 업종: 11%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영세기업의 과세표준 소득 50만 위안 이하 시

2018. 1. 1~

상한선을 100만 위안으로 확대

적용

2020. 12. 31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용 설비의

상한액을 100만 위안으로

2018. 1. 1~

상한액을 500만 위안으로 인상

제한

2020. 12. 31

기업의 해외위탁 연구개발 비용도 추가 공제 허용 공제 제한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연한을 10년으로 연장

공제연한을 5년으로 제한

일반기업의 직원교육비 세금 감면액을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2.5%
동일한 8%로 상향 조정
기업 실제 수입 및 잉여자본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 징수하는 인지세는 절반으로 감면, 건별로

벤처기업: 8%
인지세 징수

2018. 1. 1~
2018. 1. 1~
2018. 1. 1~

2018. 5. 1~

징수하는 기타 장부는 인지세 면제
8개의 전면 혁신
벤처 투자기업과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개혁시범구와

70%에 대해 과세소득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중국 쑤저우(苏州)
전역으로 확대

산업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의 소득세를 15%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대형 컨테이너 트럭 차량 구매세를 50% 감면한
물류 5%로
관련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기업:
2018. 1. 1~
개인:
2018. 7. 1~

10개 성(省)ㆍ시와 5개
국가급 신구에서

2018. 1. 1~

시범적으로 추진
차량 구매세 10%
감면 정책 없음

2018. 7. 1~
2021. 6. 30
2018. 5. 1~
2019. 12. 31

자료: 김성애(2018); 新浪(2018. 5. 15),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
0.shtml(검색일: 2018. 6. 24).

16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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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정부 기능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행
정심사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을 취소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실시하
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고 있는데, 창업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인 기업 등록절차부터 개선해나가고 있다. 2015년 10월 1일부
터 실시된 ‘삼증합일, 일조일마(三證合一, 一照一碼)’로 인해 영업 허가증, 세무서
등기 등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공상총국이 부여하는 사업자
등록증(영업집조), 세무국이 부여하는 세무등기증, 질검총국이 부여하는 조직기
구대마(코드)증을 통합해 하나의 증서에 하나의 등록번호로 간소화시켰다. 여기
에 2018년 10월 1일부터는 통계국이 부여하는 통계등기증과 인력사회보장부가
부여하는 사회보험등기증까지 추가로 통합되는 ‘오증합일, 일조일마(五證合一,
一照一碼)’가 실시되면서 등록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회
사 등록절차에 2~3주가 소요되던 것이 현재 3~4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더불어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외자기업 상무
및 공상등록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인터넷과 정부업무 정보화, 무비용 및 부
처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행정심사 시간을 대폭 단축
할 예정인바, 2018년 말까지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일수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줄이고 2019년까지는 8.5일로 줄여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하였
다.168) 참고로 외자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이 5.6일, 일본이 12.2
일인 데 반해 중국은 22.9일로 미국의 약 4배 수준이다.169)
또한 물류기업의 행정비용과 행정절차를 감축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화
물차 정기심사, 정기검진 및 배기가스 검진의 3가지 검진 항목을 하나로 통합

168) 오피니언뉴스(2018. 5. 26),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
o=9400(검색일: 2018. 11. 14).
169)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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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화물차량에 한해 타 성(省) 에서의 검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170) 아울러
4.5톤 이하 일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차 운전 자격증과 차량운행증을 없
애기로 하였다.171) 또한 고속도로에서 성간 통행료를 없애기로 하였으며, 물류
기업의 지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172)
이밖에도 행정성 수수료 항목을 축소하고, 도시공공서비스 비용의 징수를
폐지하는 등 행정비용과 정부기금 비용 절감도 추진하고 있다.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국정부는 전략산업에 대한 장려정책과 보조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중
국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
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디지털 선반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공정 장
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및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 대상으로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사물간 인
터넷, 5G, 반도체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전략적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
이는 것은 그동안 제조업 분야에서의 빠른 기술 추격에도 불구하고, 전통산업
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저부가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아직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전략산업에는 저렴한 가격의 토지와 자원을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실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과 같은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
170) 中國政府網(2018. 5. 18), http://finance.china.com.cn/news/20180518/4641766.shtml(검
색일: 2018. 11. 10).
171) 위의 자료.
17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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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산업이 신에너지자동차와 반도체이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전기차 구매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약 4만 위안에
서 5만 위안 정도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에
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지만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은 점차 축
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부터는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더블포인트 제도
가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173)
또한 반도체 산업은 미중 무역분쟁 발발 후 시진핑 주석이 국산화를 언급하
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
안 중국의 약점인 첨단분야, 특히 모든 전자 장비의 필수부품인 반도체에서 중
국이 치명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미국은 2018년 4월 중국의 통신
장비회사 ZTE에게 이란과의 불법거래 명분으로 7년간 미국산 반도체 판매금
지를 명령하였으며, 이에 ZTE은 거의 파산 직전에 몰릴 뻔했다. 결국 거액의
벌금을 받고 ZTE를 풀어준 미국은 이후 또 중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의 반
도체 수출을 엄금하는 공고를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로 인해 중
국의 방산업체 주가가 모조리 폭락하기도 하였다.174) 이후 시진핑은 우한(武
漢) 소재 국영 반도체 회사를 방문한 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시하였으며, 오
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선허용, 후보완’의 네거티브 방
식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를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 경험이 없는 벤처기업이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에 진
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더불어 혁신기업의 융자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8년 들어 혁

173) 더블포인트 제도는 자동차 생산업체가 내연차를 생산하면 감점을 주고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 지동
차를 생산하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간 포인트 매매가 가능하다.
174) 전병서(2018), https://blog.naver.com/bsj7000/221331838064(검색일: 2018.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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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업의 CDR(China Depository Receipt, 중국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중국
A주 상장을 허용하였다. 이에 샤오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해외에
서 상장한 기업들은 CDR 발행을 통한 본토 A주 증시 복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국정부의 움직임은 유수 혁신기업의 투자수익을 국내로 돌려 국
내 금융시장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간 까다로운 국내 상장 조
건으로 BATJ를 비롯한 많은 중국기업들이 국내 A주 증시가 아닌 해외에서 상
장하였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수익을 해외투자가가 가져가게 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중국 투자자들이 소외되어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175) 이에 최근 중국정부는 CDR 발행을 통해 해외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국 주식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8년 들어 혁신기업, 특히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중국 A주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특
히 바이오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기술 등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규정에 부합할 경우 IPO 신청 즉시 심사하는 우대정책인 ‘IPO 특수 통로’를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176)
이밖에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및 스타트업 기업 융자를 돕기 위해 조만간 상
하이 주식시장에도 창업판을 개설할 계획이다.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한편 중국정부는 기업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015년부터 사회보험 납
부비율을 축소하는 시범작업을 개시했으며, 2018년 12월 현재까지 4차례
에 걸쳐 사회보험 납부비율을 감축했다.

175) 민성기(2018), p. 2.
176) 中國新聞網(2018. 3. 5), http://www.chinanews.com/fortune/2018/03-05/8459721.shtml
(검색일: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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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현황
시행날짜

주요 내용

2015. 3. 1~ -실업보험 납부요율을 3%에서 2%로 인하함
2015. 10. 1~

-생육보험 납부요율을 고용단위 직공 임금총액의 1% 내외에서 0.5%포인트 인하한
0.5% 이내로 조정함
-산재보험 납부요율을 평균 0.25%포인트 인하함(1종에서 8종에 이르기까지 직종별로

2015. 10. 1~

고용단위 직공 임금총액의 0.2%, 0.4%, 0.7%, 0.9%, 1.1%, 1.3%, 1.6%, 1.9%
내외로 조정함)

2016. 5. 1~

-실업보험 납부요율을 단계적으로 1~1.5%까지 인하하며, 이중 개인 납부요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016. 5. 1~ -2015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생육보험 납부요율을 0.5%포인트 인하함
2016. 5. 1~ -2015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하여 산재보험 납부요율을 0.5%포인트 인하함
-기본양로보험의 기업 납부요율이 20%를 초과하는 기업은 기업 납부요율을 20%로
2016. 5. 1~

인하함

2018. 4. 30 -기업 납부요율이 20%이며 2015년 말 기준 양로보험기금의 잉여금 지불가능 월수가
9개월 이상인 지역은 단계적으로 19%로 인하함
2017. 1. 1~
2018. 4. 30
2018. 5. 1~
2019. 4. 30

-실업보험 총 납부요율이 1.5%인 지역은 1%로 낮출 수 있음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요율이 19%를 초과하는 지역과 과거 규정에 따라 19%로
인하된 지역은 양로보험 기금의 잉여금 지불가능 월수가 2017년 말 기준 9개월
이상일 경우, 19%의 기업 납부요율의 실시기한을 2019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함

2018. 5. 1~ -실업보험의 경우, 그 요율을 1%로 인하한 지역은 실시기한을 2019년 4월
2019. 4. 30
2018. 5. 1~
2019. 4. 30

30일까지로 연장함
-산재보험의 경우, 직종별 요율(0.2~1.9% 전후의 8종류)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산재보험기금의 잉여금 지불가능 월수가 18개월에서 23개월까지인 지역은 요율을
20% 인하하며, 24개월 이상인 지역은 50% 인하함

자료: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5a. 2. 27);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5b. 7. 22);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5c. 7. 27);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6. 4. 14);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7. 2. 16);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2018. 4. 20).

2015년 이후 상술한 사회보험료 납부비율 감축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11월 21일 현재까지 실업보험 요율은 2%포인트, 산재보험 요율은 0.3~0.375%
포인트, 생육보험 요율은 0.5%포인트 인하되었다.177) 또한 기본양로보험 기
177) 第一財經日報(2018. 11. 21), http:// insurance.hexun.com/2018-11-21/195261731.html(검
색일: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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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납부 비율도 19~20%로 인하되었다.
[표 5-12]는 상술한 세금 감면,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에 대한 지원정책,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등 원가절감 정책 추진 이후 얼마만
큼의 원가가 절감되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5-12. 기업원가 절감 정책 추진 현황
분류
세금 감면

주요 내용
-최대 20%에서 최대 16%로 4%포인트 인하(증치세)
-영세기업과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 범위 확대(기업소득세)
-기업 등록에 필요한 증서가 5개에서 1개로 축소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회사 등록절차 소요시간이 2~3주에서 3~4일로 단축
-화물차 검진 항목이 3개에서 1개로 축소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기업공개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2년에서 36일로 단축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약 4만~5만 원
-실업보험 요율 2%포인트 인하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산재보험 요율 0.3~0.375%포인트 인하
-생육보험 요율 0.5%포인트 인하
-양로보험 요율 최대 8~9%포인트 인하

자료: 第一財經日報(2018. 11. 21), http:// insurance.hexun.com/2018-11-21/195261731.html(검색일: 2018. 11.
12)와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상술한 정책의 추진 결과 제조업에서 기업 원가절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1만 4,000개 기업에 대해 기업원가 절
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융자, 인건비, 에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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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용, 물류비 등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
타났다.178) 일례로 기업 세부담 경감조치의 경우 효과가 ‘아주 좋다’(26.4%)와
‘좋다’(36.8%)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였으며, 2.1%의 기
업만이 ‘나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79) 기타 항목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를 보여,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시행된 기업원가 절감 정
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시행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개혁의 경우 개혁의 심
화와 더불어 감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1일부터 건설업, 부동산, 금융 및 생활서비스 등 4대 산업이 개혁 범위에 포함
되면서 전국에 걸쳐 거의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혁
이 추진된 이후 큰 효과가 나타났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1년
사이 기업 감세효과는 6,993억 위안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세 개혁을 통해 감
세효과를 누린 기업은 전체의 98.7%에 달했고, 1.3%의 기업에서만 증세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180)

표 5-13.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혁에 따른 감세 효과
(단위: 억 위안, %)

기간

감세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2012

426

2013

1,402

229.1

-

2014

1,918

36.8

2015

2,666

39.0

2016

5,736

115.2

2016. 5 ~ 2017. 4

6,993

21.9

자료: 人民日报(2017. 8. 10),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80/c2748131/content.html(검색일:
2018. 11. 13).

178) 滿老師文摘(2018. 4. 22), http://www.360doc.com/content/18/0422/02/34783144_747
678519.shtml(검색일: 2018. 11. 12).
179) 위의 자료.
180) 人民日报(2017. 8. 10),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80/c2748131/content.
html(검색일: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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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에서 영업세 개혁을 통한 감세율이 73.5%로 감세 효
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편서비스(62.5%), 현대서비스(46.3%),
생활서비스(30.7%), 교통운수(21.4%), 금융(19.1%), 부동산(7.7%), 건설업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81)
한편 2018년 4월 25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
고 중소ㆍ영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7가지 감세 조치의 경우
2018년 말까지 600억 위안 이상의 감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182) 또한 2018년 들어 물류비 감축을 위해 추진한 대형 컨테이너 트럭 차량
구매세 감면,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감면, 화물차 정기심사와 정기검
진 및 배기가스 검진 통합, 성(省)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으로 2018
년 말까지 물류비용을 120억 위안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83)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지난 5년간 행정심사 건수가 44% 줄어들었으
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비준한 기
업투자 관련 건수도 90% 줄어들었다.184) 또한 기업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어 기
업등록에 필요한 시간이 3분의 1이상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회보험 요율 감축의 경우 양로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주
요 보험의 납부요율을 감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저임금 기준과 평균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납부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략산업에 대한 장려정책은 세금부담 경감조치와 더불어 가장 성과를
보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적극적

181) 위의 자료.
182) 新浪(2018. 5. 15), http://finance.sina.com.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
60.shtml(검색일: 2018. 6. 24).
183) 中國政府網(2018. 5. 18), http://finance.china.com.cn/news/20180518/4641766.shtml(검
색일: 2018. 11. 10).
184) 新華網(2018. 3. 22),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8lh/2018-03/22/c_11225
75588.htm(검색일: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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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이
자 판매량 1위, 전기차 인프라 1위 국가가 되었으며, BYD는 전 세계 전기차 1
등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리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니콘 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30%가
중국 기업이다.
표 5-14.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2018년 8월 기준)
(단위: 개, %)

국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이스라엘
한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브라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말타,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기업 수 (비중)
123개 (46.8%)
76개 (28.9%)
15개 (5.7%)
11개 (4.2%)
6개 (2.3%)
4개 (1.5%)
3개 (1.1%)
각 2개 (0.8%)
각 1개 (0.4%)

자료: 이 근 외(2018, p. 367, 재인용).

그림 5-5. 중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

자료: 百度图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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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상술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업원가 절감정책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민영기업들에게 가장 큰 원가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이 대
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실물담보로 삼아야 하며, 대
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중국정부가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의 경우 사실상 납부액이 가장 큰 양로보험의 감축
률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지속 상승으로 납부
요율 감축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은 사실상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행정비용 감축의 경우 이에 따른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
가 나타나고 있으나, 부처간 중복 검증이라든지 표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 등
으로 사실상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 의
류회사의 경우 감독부처간 조정 부족으로 중앙ㆍ성ㆍ시 차원에서 중복검사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모 화학회사의 경우 동일 제품에 농업부와 공업정
보화부가 발표한 서로 다른 표준이 존재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85)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급측 개혁의 여러 과제간 정책 조
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듯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감축
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원가를 줄이려는 목표
와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185) 上海證券報(2018. 1. 17), 「制造业企业降成本面临的问题及建议」, http://www.cs.com.cn/sylm/
zjyl_1/201801/t20180117_5670319.html(검색일: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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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및 시사점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기업원가 절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창업과 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과거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고속 경
제성장을 이루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중국경제가 뉴노멀
에 진입한 2012년 이후 내수와 혁신에 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
에 있다.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한 이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투자를 넘어
서는 등 내수에 의한 성장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이 견인하는 성장에는 아
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중 하나로서 자금조달 비용에서부터 행정성 지출
비용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크다는 인식 아래, 공급측 개혁의 과
제 중 하나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온 기업원가 절감 정책, 특히 세제 개혁과
혁신기업의 A주 상장 통로 개척,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2018년 들어 가속화된 계기는 미국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오바마 시기부터 제
조업 리쇼어링 정책을 펴며 감세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서면서 지난 2017년 11월 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게다가 3월부터 미중 무
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응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도 감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원가 절감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이번 무역분쟁에서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
었다. 4월 ZTE의 사례에서나 이후의 방산산업 사례에서 중국은 기술이 없으면
호되게 당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에 기술혁신을 통한 자체기술 확보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우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이후 반도체 육
성 펀드를 만든 것이나, 해외에서 상장한 유수 혁신기업의 CDR 발행을 통한
국내 A주 복귀 허용, 특례상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A주 상장 가속화, 창업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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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영세기업의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 이를 잘 설명해주
고 있다. 2018년 들어 미중 양국 사이에 무역분쟁과 더불어 AI 분야에서 경쟁
과 견제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도 미래 첨단산업을 둘러싼 양국의 산업패권
내지 기술패권 경쟁이라 볼 수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AI, 신에너지자동차와 자
율주행차, 가상현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산업에 초점을 두고 기업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업원가 절감 정책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을 모두 안겨주고 있다. 한
편으로 기업소득세 인하나 사회보험 납부요율 인하 등의 정책은 외자기업이냐
내자기업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재중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
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원가 절감
정책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혁신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기업원가 절감 정책은 중국기업의 비용 부담
을 줄여 혁신능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한중간 산업과 기업의 기술격차
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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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시된 공급측 개혁정책의 5대 중점영역 중 하나인 ‘취약부문 보완
(补短板)’은 시행 초기 ‘취약부문의 효율적 유효공급 확대’라는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지금은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측 개혁의 취약부문 보완은
빈곤 구제 및 탈 빈곤, 기초 인프라시설 부족 해소, 도농격차 해소, 지역의 균형
적 발전, 신산업 육성 등 폭 넓고 다양한 범위의 내용과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에 개최된 경제업무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의 개혁 방향을 한계기업 퇴출(破), 신성장동력 창출(立), 기업 원가절감(降)으
로 확정하고, 2018년 3월 양회에서 공급측 개혁을 기존의 삼거일강일보(三去
一降一补)의 지속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질적 성장 및 효율 제고, 경제발전의 신
성장동력 육성, 인프라 건설로 구체화하였다.
이에 2018년 공급측 개혁의 취약부문 보완 방향은 기존의 폭 넓은 공급 확
대정책에서 취약부문 지원, 실물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
책으로 중점분야가 변화하였다(표 6-1 참고).

표 6-1. 유효공급 정책의 주요 정책 방향
구 분

유효
공급
(补短板)

2016년
⋅효율적 공급 확대

2017년
ㆍ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빈제도 강화

부족 해소, 발전 및

ㆍ기업의 기술 개조 및 설비 확대

제도적 부족 해결

ㆍ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프라 보충 ⋅탈빈곤 추진을 위한
ㆍ신산업 육성

각종 업무 강화, 취약

ㆍ인력개발 투자 확대

부분에 역량 집중

2018년
ㆍ취약부문 지원
ㆍ실물경제의 질적성장
및 효율 제고
ㆍ경제발전의
신성장동력 육성

자료: ｢中央经济工作会议报告｣(2016, 2017, 2018) 정리.

중국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며, 기존 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
여 유효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유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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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확대를 혁신과 창업을 통한 산업 육성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와 현
황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에 ‘13차 5개년 규획기간’ 중 중국정부의 주요 혁
신정책인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을 통해 정
책별로 정부의 지원 방향을 살펴보고,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과 사례에서는 각
정책의 주요 지원 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 선행연구
중국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2015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를 국가전
략으로 발표한 이후, 국가제조업강국건설 전략자문위원회가 매년 『중국제조
2025 청서(中国制造2025蓝皮书)』를 발간하여 정책의 시행 상황과 현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서』에서는 전 세계 제조업의 발전 현황과 중
국 내 제조업의 발전 현황을 비교하고,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영역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중국측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경
제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杜长春(2016)은 중국경제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创新驱动) 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신기술, 신제품, 신산업이 혁신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때
문에 「중국제조2025」를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중국제조
2025」는 향후 중국경제에 거대한 발전공간을 제공하여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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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韩素芬, 刘霞(2018)도 과학기술 혁신
을 통한 경제발전이 공급측 개혁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정부의 공급측 개혁 결과 신성장동력이 창출된다는 연관성을 분석
한 중국 내 문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즉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최종적으로 신성장동
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많이 존재한다. 또한 선후 연관관계는 다르지만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 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난다
는 연구도 있다. 吴梓萌(2017)는 공급측 개혁과 「중국제조2025」 사이에는 필
연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중인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2025」는 제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며,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적 제반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높은 재고와 과잉 생산력, 높은 부채위험 등)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고 최종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공
급측 개혁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시행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급측 개혁의 결과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실현되므로 「중국제조
2025」는 공급측 개혁의 최종 목표라고 분석하고 있다. 包银山(2016) 역시 공
급 측면의 개혁이 중국 인터넷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공급측 구조
개혁을 통해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중국정부는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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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ICT, 항공
우주, 인공지능, 로봇, 미래자동차,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고도화와 인공지능 분야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 성장을 주도할 주요 정책
들이 시행되었다.186) 각종 정책의 시행효과로 인해 중국의 혁신역량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6년 이후 매년 미국 코넬대학교가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GII: The Global Innovation Index)187)에서 중국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처음으로 20위에 진입하여 세계 17위의 혁
신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되었다(그림 6-1 참고).

그림 6-1. 주요국의 혁신지수(GII) 순위

그림 6-2. 주요국 CIP 순위

자료: Global Innovation Index, https://www.global
innovationindex.org/gii-2018-report#(검색일:
2018. 12. 9).

자료: UNIDO DB, https://stat.unido.org/database/
CIP%202018(검색일: 2018. 12. 10).

186) 國務院(2015a), 「关于印发“十三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的通知(“13ㆍ5규획”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규획에 관한 통지)」.
187) 미국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는 세계
각국 혁신역량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혁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 처음으로 107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126개국을 대상으로 혁신투입(제도, 인적자본
과 연구, 인프라 등)과 혁신성과(지식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를 나누어 평가한 후 종합순위를 발표하
고 있다. Cornell University, INSEAD and WIP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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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행된 첨단산업 육성의 성과가 축적되고 2015년 ｢중
국제조 2025｣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의 제조업 특히 첨단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순위188)에 따르면 중국
은 2010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2015년 한국에 이어 2016년에
는 미국도 추월하면서 세계 3위로 부상하였다(그림 6-2 참고).
이처럼 중국의 글로벌 혁신역량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R&D 지출의 증가속
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세계 1위 R&D
투자국가는 미국으로 4,643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R&D
투자국인 일본은 1,495억 달러, 한국은 7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2016년 4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0년 213억 달러 대비 9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당 R&D 투자 비율도 2.1로 나타나 한국(4.2), 일
본(3.1), 미국(2.7)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그림 6-4 참고).

그림 6-3. 주요국의 R&D 지출 추이

그림 6-4. 주요국의 GDP당 R&D 지출 비중

(단위: 억 달러)

자료: OECD(2018a), p. 22.

(단위: %)

자료: OECD DB, https://data.oecd.org/rd/gross-do
mestic-spending-on-r-d.htm(검색일: 2018. 12. 9).

188)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서는 매년 CIP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동 지수는 1인당 지표(제
조업 1인당 부가가치 등), 중고기술 비중,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수출 지표, MVA 지표 등
을 통해 전 세계 제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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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R&D 투자는 제조업, 특히 첨단기술 산업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 중
국 제조업의 R&D 지출 비중은 2010년까지 50%대를 보이다 2011년 65%를
상회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R&D 지출 비중도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자ㆍ통신 장비 제조업과
의료장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6-2 참고).

표 6-2. 중국 R&D 지출 추이
(단위: 십억 위안, %)

제조업

전자ㆍ

의료

의약

사무기기

통신장비

장비

제조업

전체

2004

196.6

89.3(45.4) 29.2(14.9) 2.5(1.3)

4.0(2.0)

18.9(9.6) 1.1(0.5)

2.8(1.4)

2005

245.0

118.5(48.3) 36.2(14.8) 2.8(1.1)

4.3(1.8)

23.5(9.6) 1.7(0.7)

4.0(1.6)

2006

300.3

155.1(51.7) 45.6(15.2) 3.3(1.1)

7.3(2.4)

27.7(9.2) 2.1(0.7)

5.3(1.8)

2007

371.0

201.0(54.2) 54.5(14.7) 4.3(1.1)

8.2(2.2)

32.5(8.7) 3.1(0.8)

6.6(1.8)

2008

461.6

254.6(55.2) 74.1(16.1) 5.2(1.1)

8.7(1.9)

43.7(9.5) 6.2(1.3)

10.3(2.2)

2009

580.2

301.4(52.0) 89.2(15.4) 6.6(1.1) 10.5(1.8)

50.1(8.6) 8.5(1.5)

13.5(2.3)

2010

706.3

377.2(53.4) 96.8(13.7) 9.3(1.3) 11.8(1.7)

57.2(8.1) 6.2(0.9)

12.3(1.7)

2011

868.7

569.5(65.6) 144.1(16.6) 15.0(1.7) 15.8(1.8)

79.0(9.1) 13.2(1.5)

21.1(2.4)

2012 1,029.8

685.1(66.5) 173.4(16.8) 17.0(1.7) 16.9(1.6)

95.4(9.3) 15.7(1.5)

28.3(2.8)

2013 1,184.7

796.0(67.2) 203.4(17.2) 17.5(1.5) 14.8(1.3) 117.0(9.9) 19.3(1.6)

34.8(2.9)

2014 1,301.6

889.1(68.3) 227.4(17.5) 19.4(1.5) 15.6(1.2) 132.4(10.2) 21.0(1.6)

39.0(3.0)

2015 1,417.0

965.0(68.1) 262.7(18.5) 18.1(1.3) 17.4(1.2) 154.5(10.9) 24.0(1.7)

44.1(3.1)

2016 1,567.7 1,058.0(67.5) 291.6(18.6) 18.0(1.2) 17.9(1.1) 176.7(11.3) 25.0(1.6)

48.8(3.1)

2017 1,760.6

53.4(3.0)

분야

-

첨단기술산업 항공ㆍ우주

컴퓨터ㆍ

연도

318.3(18.1)

-

20.0(1.1) 196.7(11.2) 27.5(1.6)

주: ( ) 안은 중국 전체 R&D 지출 중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3)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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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적재산권지표(WPI: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특허(138
만 1,600건), 상표(573만 9,800건), 산업디자인 출원량(62만 8,700건)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9) 특히 최근 중국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신청이 크게 성장하였다. 2016년 기준 첨단기술산업 중 전자
ㆍ통신 장비 제조업에 대한 특허 신청 건수는 8만 9,315건으로 의료장비(1만
2,880건), 컴퓨터 사무기기(1만 1,247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6-5 참고).

그림 6-5. 첨단기술산업의 특허 신청건
(단위: 건)

자료: 中国高技术产业统计年鉴(2017), p. 94.

또한 중국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중국의 R&D는 기업 주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77.7%(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190) R&D가 경제성
189)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n3/2018/1204/c203280-9525290.html(검색일:
2018. 12. 3).
190) CEIC 통계(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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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세
계 각국은 R&D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의 R&D 투자금액을 살
펴보면 중국의 비중이 2008년 0.8%(46.6억 달러)에서 2016년 7.4%(486.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8.2%(2,103.9억 달
러)에서 2016년 41.5%(2,74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주요국 기업의 R&D
비중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191) 한편 주요국의 R&D 500위 내
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R&D 상위 500위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 중
국은 54개인 반면 한국은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참고).

표 6-3. 주요국의 R&D 500위 내 기업 수
(단위: 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한국

스위스

2008

175

135

8

31

28

16

14

2010

166

125

16

37

28

14

14

2012

166

100

33

37

25

14

13

2014

169

82

59

32

21

16

13

2016

178

84

54

30

20

12

11

자료: Keri(2018), p.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의 위와 같은 혁신역량 강화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 「대중창
업 만중혁신」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각 정책
별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각 정책별 중점산업이 너
무 방대하므로 가장 크게 성장했거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특정한 뒤 구
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의 신성
장동력 창출 현황은 전통제조산업에서 첨단제조업으로 혁신발전한 자동차 산
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2025」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뿐 아니라 기존 자동차의 질적 향상, 자율주행 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191) Keri(2018), pp. 4~5.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 177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인터넷+」에서는 제
조업과 IT의 결합을 통해 자율주행에 관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제조 2025」에서는 친환경자동차를, 「인터넷 +」에서는 스마트 자동차의
발전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대중창업 만중혁신」에서는 중국 내 창업 현
황과 창업을 통해 스타트업에서 세계기업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의 성장배경
및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중국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2017년 기준 8년 연속 세계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주로 외국 자동차 기
업과 합작 생산을 한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형 국유자
동차회사와 글로벌 메이커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자 자동차 기업이 시장을 주도
하는 가운데 중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로컬브랜드(독자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로는 중국정부의 당초 목
표였던 ‘시장환기술 정책’, 즉 자동차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생
산하겠다는 목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중
국의 자동차 산업정책은 변화하기 시작했다.192) 구체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의 일환으로 소형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 하향’을 실시하면서 소
형 로컬 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선진국 선발
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
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전기차의 생산과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시

192) 최의현(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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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공간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자동차 산업 정책 변화는
「13차 5개년 규획」과 「중국제조 2025」에서 구체화된다. 특히 신에너지 자동
차를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는 동시에 「인터넷
+」 정책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193)를 육성하기 위해 세금면제, 단계별 보조금
지급, 대출 지원 제공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94)195) 2016년 12월에
발표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도 의견(关于调整新能源汽车推
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에서 세수 우대, 보조금, 충전소, 정부공공기관 의
무 구매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었다. 또
한 중국 재무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2018년부터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196) 그 밖에 중국인민은행과 중

표 6-4.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추이
(단위: 만 대, %)

구분

플러그드인

판매량
증가율
판매량

2014
4.5
200.0
3.0

2015
24.7
448.7
8.4

2016
40.9
65.6
9.8

2017
46.8
82.1
11.1

2018.1~11
79.1
55.7
23.9

하이브리드

증가율

900.0

180.0

16.7

39.4

127.6

합계

판매량
증가율

7.5
316.7

33.1
341.3

50.7
53.2

77.7
53.3

103.0
68.0

전기자동차

자료: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auto-stats.org.cn(검색일: 2018. 12. 5)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3) 참고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연
비가 우수한 자동차를 말한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크게 하이브리드(H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차
(PHEV), 순수전기차(BEV), 수소연료 전기차(PCEV)로 구분된다.
194)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5),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
t20150429_1224515.html(검색일: 2018. 12. 15).
195)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6), 「关于调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http://jjs.m
of.gov.cn/zhengwuxinxi/tongzhigonggao/201612/t20161229_2508628.html(검색일:
2018. 12. 1).
196) 新能源汽车网(2018), 「2018新能源汽车政策：延迟征税、限制性补贴、可多多贷款」, https://nev.of
week.com/2018-01/ART-71008-8420-30185767.html(검색일: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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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자동차 대출 관리방법(汽
车贷款管理办法)」을 발표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가용 신에너지차의 경우 최고 85%, 상용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최고 75%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197) 이 같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비야디(BYD)
같은 로컬 전기자동차 회사가 급성장했다. 2018년 11월 기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103만 대)은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4.1%에 불과하지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6-4 참고).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중국의 스마트자동차(커넥티드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는 주요 IT 기업들
의 적극적인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바이
두(Baidu)가 선도하고 있다. 바이두는 2013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4년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BMW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017
년 4월 자율주행플랫폼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폴로(Apollo)’를 발표하였다.
또한 아우디, 상하이 제너럴 모터스,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용 인포
테인먼트 플랫폼인 ‘Car life’198)를 공식 발표하였다. 후발주자인 텐센트와 알
리바바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역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197)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15),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 http://
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9_1224515.html(검색일:
2018. 12. 15).
198) 카라이프(Car Life)는 리눅스, QNX, 안드로이드 기반의 메인스트림 온보드 자동차 서비스 플랫폼이
다.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각기 존재하며, 사용자들은 와이파이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바이두 맵스(Baidu maps)에 기반해 최적화
된 운전경로 지원, 교통체증 피하기, 주차 장소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넷이즈 뮤직(Netease
Music)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핸즈프리 전화통화 기능을 지원한다. 중국 내 현대자동차에서 서
비스가 이용 가능한 차종은 뉴투싼(new Tucson), 그랜드 싼타페(Grand santaFe), 아반떼(MD
Avante), 미스트라(CF Mistra), 엘란트라(Elantra), 쏘나타(Sonata), 싼타페(Santafe)이다. Baidu
CarLife, http://online.carlife.baidu.com/(검색일: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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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텐센트의 경우 2014년 5월에 중국 인민보험공사(PICC), 로열더치셀
(Royal Dutch-Shell Group)과 스마트자동차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

표 6-5. 중국의 스마트자동차 기술 개발 현황
기업

기술 개발협력 현황

바이두

-BMW와 협력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인자동차 주행기술 시험 계획 발표(2014년 3월)
-바이두는 BMW 차량에 바이두 지도, 음성식별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2015년
1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인 ‘카 라이프(Car life)’ 발표(2015년 2월)
-바이두는 중국 버스 생산업체 진룽자동차(金龙客车)와 협력하여 소형무인 자율버스(Level 4)
아폴로(Apollo)를 개발(2017년 4월)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알리바바는 ‘커넥티드 자동차’ MOU를 체결하고 10억
위안의 스마트 자동차 펀드를 조성(2015년 3월)
알리바바,
-상하이자동차는 자동차 개발기술을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자동차 디지털
상하이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컴퓨팅, 지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
자동차 - 알리바바와 상하이 자동차의 첫 번째 합작 커넥티드 자동차
‘롱웨이청스(荣威城市)’ 발표 (2016년)

텐센트,
폭스콘,
하모니
오토

치루이
자동차

-텐센트는 폭스콘, 하모니오토와 손잡고 ‘인터넷+스마트자동차’ 협력을 전개
-텐센트는 인터넷 오픈플랫폼을 제공하고 스마트자동차 운영체제를 개발, 폭스콘은 첨단
모바일 단말기와 스마트자동차를 디자인, 생산, 제조할 예정이며 하모니오토는 첨단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
-텐센트는 지난해 5월 차량운행 데이터 분석 및 위치 정보 등 스마트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인 루바오 박스를 출시
-테슬라 지분(5%) 인수
-통신망 공급업체 버타이와 인터넷 자동차 서비스 회사 이도우융처사와 연합하여 자동차
공유합작회사를 설립
-(목표) 2020년 Level3, 2025년 Level 4, 2026년 Level 5

-화웨이는 장안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여 스마트 자동차 영역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자동차 통신설비, 모바일 동영상, 이동단말기, 칩, 시스템 사용 및 서비스 등 영역에서
장안자동차
업무협력을 진행
화웨이,

-화웨이는 동펑자동차와 MOU를 체결하고 지능형 자동차, IT/ITC정보 서비스 등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
동평자동차 -동펑자동차와 차량 내 정보서비스인 WindLink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출시 예정인
동펑 펑선 AX7모델에 장착
화웨이,

베이징
자동차,
LeTV

-베이징자동차그룹은 ‘2015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LeTV와 함께 스마트자동차 시장에 진출 계획을 발표
-베이징 자동차가 차체 제작을 맡았고, LeTV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헤드유닛 시스템을 제공

자료: 산업연구원a(2018), p. 13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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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자동차 하드웨어 설비인 루바오박스를 출시했으며, 2015
년에는 포드, 폭스콘과 스마트 개발협약을 맺는 등 관련 분야 투자를 확대해왔
다. 알리바바 역시 2014년 중국의 지도 서비스 기업인 ‘가오더(高德)’ 인수를
시작으로 2015년 3월에는 상하이자동차와 10억 위안 규모의 ‘스마트자동차
펀드’를 조성했으며, 2016년에는 상하이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기술제조와 알
리바바의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첫 번째 커넥티드 자동차 ‘롱웨이청스(荣威城
市)’를 발표했다(표 6-5 참고).
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두의 경우 독자적인 자율주행자
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이징, 충칭시에 이어 최근 슝안신구에서도
자율주행 시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2018년 5월 14일 AI 자율주행 플랫폼 ‘아
폴로(Apollo)’를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 ‘Level 4’가 슝안신구에서 시범주행을
시작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드라이버가 탑승하여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차량을 운전했으며 주야간 주행테스트를 함께 진행했다. 텐센트의 경우 선
전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라이센스를 발급받았으며, 구체적인 도
로시험 운행 테스트 구간은 선전시 정부 관련 부문의 답사조사 이후 발표될 예정
이다. 알리바바의 경우 자사 AI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정기적으로 실
시해왔으며, 최근 일반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율주행시
험에 링컨 MKZ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Level 4’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표 6-6, 그림 6-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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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BAT 자율주행 시험주행 현황
업체

개발시기

자율주행 현황

바이두

2013

-베이징시(2018년 3월 허용), 충칭시(2018년 4월 허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라이센스 획득
-2017년 12월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의를 체결한 슝안신구에서도 최근
시험운행을 진행(2018년 5월 24일)

알리바바

2018. 4

-초기 바이두, 텐센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주행을 시작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텐센트

-선전시로부터 자율주행 시험주행허가 획득(5.15)
2017. 11 -시범운행을 기반으로 연내 레벨 3단계의 차량을 출시할 계획
-관련하여 2018년 3월 AI, 자율주행 관련 인력을 채용하여 조직을 대폭 확대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p. 11.

그림 6-6. 미국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p. 12.

최근 중국은 BAT 기업 외에 스타트업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 포니아이(Pony.ai)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자율주행차 분야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그
동안 바이두만 보유하고 있던 자율주행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라이센
스를 취득했다.199)
199)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라이센스(T3 테스트)를 보유한 자율주행 차량은 긴급 상황 대응, 도로 상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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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국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업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혁
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정부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창공간(衆創空間)’을 창업 지원 플
랫폼으로 구축해 국민의 창조성을 발휘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창출하
도록 도모하고 있다. 중창공간은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에 창커공
간(创客空间), 창업카페 등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ㆍ오
프라인 공간, 투자 시스템,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의미한다.
현재 베이징 6곳, 상하이 10곳, 광저우 6곳, 서부 라싸(拉薩), 쿤밍(昆明) 24곳
등 총 50곳에서 중창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창업생태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우는 베이징 중관춘(中关村)이
다. 2014년 6월 ‘중관촌 창업 거리(innovationstreet)’가 조성된 이후, 20여
개의 스타트업 지원사, 200여 개의 펀드 프로젝트, 400여 개의 창업가 팀이 이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중관촌은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40여 개 대학
과 200여 개의 국가과학연구소, 122개의 국가실험실ㆍ연구센터 등과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인력풀을 갖
추고 있다. 또한 약 100여 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가 있어, 대학생 창업자
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처
쿠(车库)200)카페와 같은 창업카페를 통해 창업지망생과 투자자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창업카페에서는 매월 투자자를 대
식, 교통 법규 준수 등이 가능하다. 「포니아이, 자율주행차량분야 최고수준 라이센스 받아」(2018),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 idxno=36209(검색일: 2018. 12. 17).
200) 2011년 4월 중관촌에 설립된 최초의 카페형 인큐베이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벤처를
시작한 것에서 착안하여 카페명을 차고(처쿠, 车库)로 작명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
킹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회의실,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바
이두 검색(车库咖啡), https://baike.baidu.com/item/%E8%BD%A6%E5%BA%93%E5%92%
96%E5%95%A1/2168291(검색일: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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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사업계획 발표회가 개최되며, 법률 자문, 크라우드 서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처쿠카페를 찾는 중요한 이유는 투자
유치의 편리성 때문이다. 카페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일부 벤처캐피털
(VC), 엔젤 투자자, 인터넷 기업 등이 이곳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7년 상반기 중국 내에서 신규 설립된 230개 기업 중 신산업 분야인 기업
솔루션 서비스(빅테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비중이 21%로 문
화엔터테인먼트 15%, 전자상거래 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01) 또한 신설기
업 가운데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2012년 71.2%에서 2017년 78.8%로 증가했
으며, 특히 교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문화체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202)
한편 중국 내 혁신창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관 역시 증
가하고 있으며, 투자금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과학기술부는 중국
내 창업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창업투자보고서(中国创业风险投资
发展报告)를 발표하고, 중국 내 정책법규 제정과 규제 해소 등 창업환경 조성
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4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내 벤
처캐피탈은 2,045개로 2015년보다 15.2% 증가했으며 동 기간에 조성된 벤처
투자기금은 1,421개로 나타났다.203)
중국의 창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창업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
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였다. 최대 가
치를 평가받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로 알리바바
의 계열사이다. 알리바바(Alibaba)는 창업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IT업계의 4대 천황 중 하나로 세계 최대 모마일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Alipay)
201) 산업연구원(2018b), p. 60.
202) 한국은행(2018), p. 6.
203) 中国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18), 「中国创业风险投资发展报告」, http://www.most.gov.cn/k
jtj/201804/P020180409540634683060.pdf(검색일: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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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이다. 앤트파이낸셜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중
국 최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2대 유니콘 기업으로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추싱(Didi)이 차지했다. 디디추싱은 알리바바 계열의 디디다처
(滴滴打车)와 텐센트의 콰이디다처(块的打车)가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우버 차이나를 인수합병하였다. 디디추싱의 시장가치는 2016년 338억 달러에
서 2017년에는 560억 달러로 상승하여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3위를
차지한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TV, 청소기, 정수기, 노트북, 자전거 등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샤오미 역시 창업을 통
해 세계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IT 기업이다. 알리바바(Alibaba)와 샤오미
(Xiaomi)의 성장은 중국 창업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표 6-7. 중국 주요 유니콘 기업 현황(2017년)

순위

기업명

시장가치
(억 달러)

분야

창업년도

소재지

1

엔트파이낸셜
(Ant Financial, 蚂蚁金服)

750

인터넷 금융

2014

항저우

2

디디추싱
(Didi, 滴滴出行)

560

교통

2012

베이징

3

샤오미
(Mi, 小米)

460

스마트 하드웨어

2010

베이징

4

알리클라우드
(Alibaba Cloud, 阿里云)

390

클라우드 서비스

2009

항저우

5

메이투안디엔핑
(Meituan, 美团点评)

300

전자상거래

2010

베이징

6

닝더스따이
(宁德时代 )

200

신에너지자동차

2011

닝더
(宁德)

7

진르토우티아오
(Toutiao, 今日头条)

200

미디어

2012

베이징

8

차이니아오 네트워크
(Cainiao, 菜鸟网络)

200

물류

2013

선전

9

루진수어
(Lu.com, 陆金所)

185

인터넷 금융

2011

상하이

10

지에따이바오
(借贷宝)

107.7

인터넷금융

2014

베이징

자료: 21经济网(2018), 「科技部发布2017中国独角兽企业榜单(收藏)」, http://www.21jingji.com/2018/3-23/wMM
DEzNzhfMTQyNzAwMA.html(검색일: 2018. 6. 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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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중국정부는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 동안 혁신과 창
업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기 위해 「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 「‘인터넷+’적극 추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
的指导意见)」,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
다. 이 정책들은 전통 산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을 새로운 산업발전 모델로 삼
고,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키는 ‘스마트 제조’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
로드맵이다.
「중국제조2025」와 「인터넷+」는 혁신, 제조업과 ICT 융합, 친환경 등 세 가
지 측면의 핵심 영역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두 전략의 상호 보완성과 연
계성이 매우 높다. 또한 중국의 창업육성정책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특히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4차 산업 분야에서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204)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2015년에 발표된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향후 30년간
3단계에 걸쳐 제조업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전략이다. IT와 제조업의
융합, 스마트 제조가 발전의 핵심목적으로 ‘5대 기본방침’과 ‘10대 핵심산업’
설정을 통해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혁신, 품질, 녹색발전, 구조 고도화, 인재 육성을 5대
기본방침으로 삼고 ‘10대 핵심산업’205)인 차세대 IT기술, 정밀제어 및 로봇,
204) SNS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샤오홍슈(小红书 )’, 창업 2년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모바이크’, 세계 6대 핀테크 기업인 ‘루진쉬’가 대표적이다. 산업연구원(2018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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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제조업 혁신 시스템 및 표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는 동시에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혁신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을 위해 스마트 제조업 발전방안을 모색
하고, 그에 따른 설비 개발과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혁신
적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표 6-8 참고).

표 6-8. ｢중국제조2025｣ 계획 중 세부목표
분류

지표

2015년

2020년

2025년

0.95

1.26

1.68

0.44

0.70

1.10

제조업 품질 경쟁력 지수207)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제고

-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보급률(%)209)

규모 이상 제조기업 매출액 대비
혁신역량

R&D 지출 비중(%)
규모 이상 제조기업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 수량(건)206)

질적성장

광대역 인터넷
IT・제조업

디지털 R&D 설계도구

융합

보급률(%)210)
핵심공정 제어화(控化) 비중(%)211)
규모 이상 기업 공업 부가가치
에너지 소모 감축률(%)
산업생산량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친환경성장

산업생산량 단위당
수자원 사용량 감축률
공업용 고체폐기물 사용률(%)

2015년 대비

2015년 대비

2%포인트 상승

4%포인트 상승

-

7.5208)

6.5

50

70

82

58

72

84

33

50

64

65

2015년 대비 18% 2015년 대비 34%
절감

절감

2015년 대비 22% 2015년 대비 40%
감축

감축

2015년 대비 23% 2015년 대비 41%
절감

절감

73

79

자료: 国务院(2015b).
205) 10대 핵심산업으로는 차세대 IT기술, 정밀제어 및 로봇, 항공 우주, 해양 장비 및 첨단 선박, 철도산
업,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분야, 신소재,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가 있음.
206) 규모 이상 제조기업 매출 1억 위안당 유효 발명특허 수량=규모 이상 제조기업 유효 발명특허 수량/규
모 이상 제조기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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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정부는 공업화와 정보화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중국제조 2025｣
의 핵심인 스마트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정책을 수립했다. 「스마트제
조 발전규획(2016~2020)」212)은 2025년까지 제조업 주요 생산공정을 자동화
혹은 디지털화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스마트
제조 발전의 기반 능력을 강화하고 플랫폼간 연결을 유연하게 하는 표준화 기
준 200개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업정보화부 주도로 스마트제조 종
합 표준화 업무그룹(工业和信息化部智能制造综合标准化工作组, 이하 ‘스마트
표준화 그룹’)이 신설됐다. 후속조치로 국무원은 2017년 「중국제조 2025 국
가급 시범구 설립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创建“中国制造2025”国家级
示范区的通知)」213)를 발표하고, 공업정보화부는 ｢세계급 선진제조업 산업집
군 발전을 위한 의견｣214) 등을 발표했으며, 2018년 1월에 국가 제조강국건설
전략 자문 위원회 주도로 10대 중점산업에 대한 분야별 발전속도 차이를 고려
한 새로운 「중국제조 2025 로드맵(中国制造2025重点领域技术创新绿皮书—
技术路线图2017年版)」215)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로드맵은 2015년판에서 확
정한 10대 중점영역과 23개 우선 발전 산업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통신설
비, 철도교통장비, 전력설비 등 3대 산업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고, 로

207) 중국 제조업 전반적 수준을 반영한 경제 및 기술 종합지표.
208)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209) 유선 광대역 보급률을 의미, 유선 광대역 보급률=유선 광대역 사용 가구 수/총 가구 수.
210) 디지털 R&D 설계도구 보급률=디지털 R&D 설계도구 보유 규모 이상 기업 수량/규모 이상 기업 총
수량(3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211) 규모 이상 기업 핵심공정 제어화 비중의 평균치.
212) 工业信息化部 外(2016), 「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年)」, http://www.miit.gov.cn/n1146
295/n1652858/n1652930/n3757018/c5406111/content.html(검색일: 2018. 9. 25).
213) 중앙정부가 산업발전 정책 발표, 각 지역 모두 지정 내부경쟁,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로봇 분야의
폭발적인 증가. 中国人民共和中央人民政府(2017), 「国务院办公厅关于创建“中国制造2025”国家级
示范区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1/23/content_5241727.htm
(검색일: 2018. 12. 2).
214) 中国证券网(2017), 중국제조 2025의 성시별 지침 개정 예정, 2018년 중 중국제조 2025 산업발전기
금 설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12. 2).
215) 工业信息化部(2018), 「《[中国制造2025]重点领域技术创新绿皮书—技术路线图(2017年版)》发布会
召开」, http://www.gov.cn/xinwen/2018-01/29/content_5261911.htm(검색일: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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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의 분야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216)
중국정부가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이후 상하이, 광둥, 장쑤, 저장, 안후
이 등 25개 성시(城市)에서 「중국제조2025」관련 조치를 발표해왔다. 이에 중
국정부는 지역간 중복투자를 막고 지역별 우위산업의 집중효과를 창출하기 위
해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6년 8월
「중국제조2025」 최초 국가급 시범도시로 닝보(寧波)217)가 선정되었으며, 이
후 천저우(泉州), 선양(沈阳), 창춘(长春), 우한(武漢), 청두(成都)등 12개 도시
(城市)와 4개 도시군(메가시티 1개와 대도시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도시집단)이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도시를 중심
으로 혁신시스템 구축, 스마트제조 및 친환경 제조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
화, 세제 지원, 토지 제공, 인재공급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218)219)
최초의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도시로 선정된 저장성 닝보(寧波)는 우
수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동부 연해지역의 첨단제조업 기지중 하나이다. 닝
보는 신소재, 핵심부품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장비 제조,
신소재, 가전, 방직의류, 전자정보 제조, 자동차 제조 관련 중요 클러스터를 보
유하고 있다. 닝보시는 첨단 제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8대 세부업종을 중점
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닝보시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글상자 6-1참고).

216) 石墨烯资讯(2018), ｢《中国制造2025》重点领域技术创新路线图(2017年版)发布！这3个领域领先世
界!｣, https://www.sohu. com/a/219271263_655347(검색일: 2018. 12. 1).
217) 新华网(2018), 「中国制造2025试点城市将大扩围ㆍ年内或达30个」, http://www.xinhuanet.co
m//fortune/2017-01/12/c_129442650.htm(검색일: 2018. 12. 1).
218) http://news.163.com/17/0725/16/CQ70ILQN00018AOQ.html(검색일: 2018. 12. 9).
219) 国务院(2017), 关于创建“中国制造2025”国家级示范区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
ontent/2017-11/23/content_5241727.htm(검색일: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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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6-1. 닝보시의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의 저장성 닝보에서는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 건설의견(关于宁波市推进中国制造2025试点示范城市建设的若干
意见)」 발표를 통해 ‘3511’ 전략에 속한 산업을 확정하고, 관련 산업에 속한 세부업종을 육성하며, 제조업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중창공간(众创空间) 육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220)을 시행 중이다.
｢닝보시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 건설의견｣의 주요 내용
주요 전략

첨단 제조업
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3511’ 전략

3대 전략산업: 신소재, 첨단장비, 차세대 정보기술
5대 전통산업: 자동차 제조, 석유화학, 방직의류, 스마트 가전, 친환경에너지
1대 신흥 성장산업(바이오 제약, 해양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1대 생산형 서비스(공업 혁신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검사 측정)

- 8대 세부업종 육성: 그래핀(石墨烯, 신소재), 특수 장비, 특수 반도체,
광학전자, 희토류 자성소재(稀土磁性材料), 첨단금속 합금소재, 인터넷플러스
8대 산업(工业物联网八大细分行业), 关键基础设件(자동차 부품 등)
대기업
유치 장려

- ‘3511’ 전략에 속하는 산업 중 다음에 속하는 기업의 유치 장려
∘ 세계 500대, 중국제조 500대, 중국 인터넷플러스 100대 기업
∘ 국유기업의 본사, 지역센터 및 기타 주요 기업(重大企业)

제조업
-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인터넷플러스, 제조업 혁신 및 제조업 인재 양성, 공업기반 강화
업그레이드
등 중점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제조업
혁신능력
향상

- 제조업혁신센터 건설, 제조업 분야의 전문화된 중창공간(众创空间) 육성, 공업의
혁신적인 설계 발전을 지원

자료: 닝보정부 홈페이지, 「宁波市人民政府关于宁波市推进“中国制造2025”试点示范城市建设的若干意见」, http://gtog.
ningbo.gov.cn/art/2017/3/27/art_381_788.html(검색일: 2018. 12. 9)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2015년 3월 발표된 「인터넷+」 전략은 산업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화
(Digital Transform)를 의미한다. 즉 전통산업에 인터넷을 결합시키고 , 플랫
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과 기기를 연결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전
220) 닝보(寧波)시는 총 1조 1,892억 위안 투자 규모의 3년 액션플랜 666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2016년에 2,190억 위안을 집행할 계획임. 中國新聞網(2016), 「2016宁波三年行动计划项目“出炉”
总投资11892亿元」, http://www.chinanews.com/df/2016/03-01/7779647.shtml(검색일:
201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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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 중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 7월 「인터넷+ 추진에 관한 행동지도 의견(国务院关于
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을 통해 인터넷과 융합될 창업ㆍ제조ㆍ
농업ㆍ스마트에너지ㆍ금융 등 11대 산업 혹은 분야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는 2018년까지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통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효율
성을 높이고 혁신하는 것에 중점으로 두고221) 발표되었다. 11대 분야 중 창업
의 경우 개방형 인큐베이팅 센터인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이 이미 도시별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창업혁신지원 강화와 대중창업공간의 발전을 적극
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혁신 지원책과 인터넷 개방플랫폼의 연동협력을
촉진하여 창업단체와 개인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분야는
스마트 제조, 개인 맞춤 생산 등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제조모델을 발전시켰다.
또한 생산 전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
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제고했다. 농업은 생산지향형 생산에서
소비지향적 생산으로 개선되고, 농산품 유통과 판매 분야에서 각종 혁신이 일
어났다. 그밖에 에너지, 금융, 대민서비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도 인터넷을 기
반으로 혁신이 추진되었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네트워크화ㆍ스마트화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혁신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만드는 목표를 시행 중이다(표 6-9 참고).
또한 중국정부는 2015년 「인터넷+」 정책을 시행한 이래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공급측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인터넷+’ 분
야의 핵심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속화고 있다. 또한 ‘인터넷+’와 실물경제의 깊
이 있는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액션플랜(国务院关于积极推进“互联
网+”行动的指导意见的行动计划)」을 진행하여 ‘인터넷+’ 스마트 제조를 가속
화하고 실물경제 각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생산능력을 보장하는 등 디지털 경제
와 실물경제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222) 특히 최근 제조업 분야의 ‘인터넷
221) 이장규 외(2016),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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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인터넷 플러스(+)｣의 11대 융합산업 분야
항목

주요내용
창업
제조

- 창업 지원 강화,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 발전,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개방형 혁신 발전 등
- 스마트 제조 발전,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 생산 분야 발전, 네트워크 연동
제조 수준 제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 등
- 신형 농업 생산 경영 시스템 구축, 생산지향적 농업생산에서 소비지향적

농업

생산방식으로 개선, O2O기반의 농업관측, 절수관개, 토양 분석 및 비료
처방 체계 구축, 농산물 이력제(质量安全追溯体系) 개선 등

스마트
에너지

- 에너지 생산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그리드 건설 등
- 인터넷 금융 크라우드 서비스(Crowd Service) 플랫폼 구축, 인터넷 금융

금융
11개
중점분야

서비스 혁신 범위 확대, 인터넷 금융기업에 벤처펀드, 사모펀드,
산업투자펀드의 유입 촉진 등

대민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 정부 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 혁신, 온라인 의료 진료 모델 확대, 신형
교육 서비스 모색 등
- 물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스마트 창고 시스템 건설, 스마트 물류 배송
시스템 개선 등
-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산업간 전자상거래 발전, 통관ㆍ검역ㆍ외환결제 등
수출입 창구 단일화로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 확대 등
- 스마트 주차, 교통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 온라인으로 수집한 교통 운송

교통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인구 이동경로, 거점별 여객 규모, 이동수단 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

환경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의 자원환경 모니터링 강화, 스마트 환경보호, 자원회수 이용
시스템 개선 등
- 인공지능 신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 홈, 로봇 등 혁신
가속화, 자동차ㆍ보안 등 민간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제품생산 등

자료: 조충제 외(2017), pp. 93~94.

+’는 스마트자동차 제조와 시범주행으로 그 효과를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자
동차에 관해서는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2018년 1월 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스마
222) 新浪科技(2018), 「林念修: 我国“互联网+”成效显著但仍存短板 四点建议助提升」, http://tech.sina.
com.cn/roll/2018-12-04/doc-ihmutuec6122057.shtml(검색일: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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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의견수렴안)(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征求意见稿))」223)
을 발표하였다. 스마트자동차 발전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스마트자동차
신차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중고급 스마트 자동차(L3급 이상) 상용화를 실현
하며, 2025년까지 신차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 고급 스마트자동
차의 규모화를 실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16개 자율주행차 관련 국가급 시범구가 발표되면서 정책지원이 본격화
되었으며, 지역별 정책을 통해 스마트자동차의 발전이 구체화되었다. 전국에
서 먼저 국가급 시범구를 발표하고 스마트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징이다. 2016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도로테스트
추진 가속화 관련 지도의견 및 관리 시행 세칙(加快推进自动驾驶车辆道路测试
有关工作的指导意见和管理实施细则)」을 발표하여 베이징시 외곽 지역인 다싱
구(大兴区) 이좡(亦庄)에 자율주행차 주행 테스트 도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
했다. 베이징 국가급 시범구(京冀智能汽车与智慧交通产业创新示范区)는 2016
년 1월에 공업정보화부, 베이징시 정부와 허베이성 정부가 2016년부터 2020
년까지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 스마트카와 스마트교통 산업혁신 시범
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3자 협력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되었다. 2018년 말
까지 도로 총연장 10km의 폐쇄시험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약 100km의 개방/
반개방 도로의 기초적인 개조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표 6-10 참
고). 현재 시험구 내에서 네트워크 전용도로가 이미 정식으로 개통되었다. 이
온라인 도로는 이좡영화중로(亦庄荣华中路)와 징원거리(景园街处)까지 42km
길이인데, 지능형 신호등, 디스플레이, 마이크로파 신호발사기 등 다양한 하드
웨어를 갖추고 있으며 베이두위성 위치 확인(北斗导航)과 GPS 위치 확인 기술
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시범구역 건설과 시범장을 계속 확대해 2020년 말까

223) 中国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18), ｢关于《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征求意见稿)公开征求
意见的公告」, http://www.ndrc.gov.cn/gzdt/201801/t20180105_873145.html(검색일: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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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폐쇄시험장에 도시 도로 100개 이상을 포함하여 200km에 이르는 개방/반
개방 도로의 전면 개방을 완료하고, 300개 이상의 도로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224). 이번에 개통된 자동차 네트워크 도로는 ‘베이징-허베이 시범
구(京冀示范区)’ 내에 위치하며, 이후 퉁저우(通州)와 팡산(房山) 등의 지역으로
까지 차량 네트워크 시험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6-7. 베이징 스마트 자동차 시범구 운용계획

자료: 智能车联, http://www.mzone.site/c-mzone.html(검색일: 2018. 12. 15).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 정부가 2018년 2월 「상하이시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
차 시범주행 관리 조치(시행)(上海市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管理办法(试行))」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두 번째로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주행 관련 규정을 발표하
였다.
2015년 6월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국가급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의 상하
이 시범구를 승인했으며,225) 상하이 국제자동차도시유한공사가 건설을 맡아 운

224) 「中国智能网联汽车示范区已超16家 遍地开花有何特色?」, https://www.sohu.com/a/2445107
54_112238(검색일: 2018. 12. 28).
225)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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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시범단지는 서비스 스마트카, V2X 네트워크 연합통신의 양대 핵심
기술 테스트 및 시연을 목표로 산업기술진보 수요에 따라 건설-폐쇄 테스트존과
체험존, 단계적 도로평가구역 등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단계의 폐쇄
시험구 및 체험존은 이미 2016년 6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의 주행 측정 면적은 27km2로 도시 고속도로, 단지도로 등을 포
함하고 있다. 2019년 말까지 안정진 전역에 걸쳐 외강진까지 100km2에 이르기
까지 면적을 확장하면서 고속도로 테스트 구간을 추가하고 시범차량 규모 5,000
대를 달성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고가 등의 도로 지능 개조를 통해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도시와 홍교 비즈니스존(虹桥商务区)을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150km2 면적에 이르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구를 구축하고 테스트 차량이 1만
대에 이를 계획이다(그림 6-8참고).226)

그림 6-8. 상하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구 운용계획

자료: A NICE CITY, http://www.anicecity.org/smart_network/front/site/news/newsDetailByType.jhtml?type=2
(검색일: 2018. 12. 15).

226) 「中国智能网联汽车示范区已超16家 遍地开花有何特色?」, https://www.sohu.com/a/24451075
4_112238(검색일: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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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중국 내 자율자동차 시범운행 구역(일부)
기업

내용

상하이

[핵심구역] 상하이 嘉定구역
-2020년까지 1만 대 커넥티드 자동차, 5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중국 최초의 시범구, 2016년 6월 이미 폐쇄식 구간의 차량 테스트 시작
-스마트카 서비스, V2X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양대 핵심 기술의 테스트 및 시연

베이징
/허베이

-2018년 말 개방 예정(총 10km의 폐쇄 시험장)
-[핵심구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京冀 智能汽车与智慧交通产业创新示范区), 허베이
徐經경제개발구, 長城자동차실험장
-그린차량, 스마트 네트워크, 지능운전, 편리한 주차, 스마트 관리 등 6대 시범 운행 추진
예정

충칭시

-2016년 11월 1단계 개방, 2020년까지 50만 대 생산
-[핵심구역] 이 시험구는 중국자동차공학연구원 礼嘉园区지역, 6km의 도로시험구에
직도, 커브, 터널, 교량, 오르막, 교차로 등 50여 가지의 도로 상태를 시험
-[범위] 스마트 운전, 스마트 그리드, 그린카, 도난방지 추적, 주차(便捷停车), 자원 공유,
교통 유도, 교통상황 스마트 관리 등 8대 영역
-4.5/5G 구축, 스마트자동차와 실시간 스마트 교통 파악 등 산업생태계 구축 예정
▪스마트자동차 집적시스템시험구(智能汽车集成系统试验区(i-VISTA))건설 및 운용

우한시

-[핵심구역] 우한시 沌口지역, 2021년까지 1,000대 커넥티드 자동차, 600km 도로
길이의 종합시범구 구축 예정
-[범위] 스마트 운전, 스마트 그리드, 그린카, 주차, 스마트 교통 관리 등

자료: 「中国智能网联汽车示范区已超16家 遍地开花有何特色?」, https://www.sohu.com/a/244510754_112238(검색
일: 2018. 12. 28)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한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양산차 판매
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관련 산업 발전이 예상되며, 관련 부품 공급업체와 전자
솔루션 제공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27)

227) 第一财经(2018), 「杭州将加入自动驾驶城市, 产业链企业持续受益」, https://www.yicai.com/news/
5406339.html(검색일: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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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양
회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혁신 주도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창업이
가능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新 万众创业)’이 중국경제의 새로운 엔진임을 강조
했다.228) 또한 ‘13차 5개년 규획’에서 국가급 인큐베이터 1,500개 구축, 일자
리 300만 개 이상 창출, 대학생 창업 50만 명 등 구체적인 목표를 지시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중국정부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新 万众创业)」 정책
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은 1억 명의 ‘창커(創客)’를 육성하여 중국의 차세대 성
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기술ㆍ신제품ㆍ신
업종ㆍ신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시범기지 및 도시 건설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
혁신 동력 및 공간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은
창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과학기술인과 대학생의 창업을 장려함과 동시에 혁
신 창업 공공서비스 지원, 창업분야 재정자금 유인, 창업 투자자금 조달 시스템
완비, 혁신 창업행사 다양화, 혁신형 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에 필
요한 제반요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보
유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고 있다. 특히 첨
단산업단지 ‘첨단기술신구(高新区)’, 대학 부설 ‘과기원(科技园)’을 중심으로
형성된 창업 인큐베이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중창업공간(众创空间)’이 늘
어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원을 중심으로 주무부처
인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등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시하

228) 人民网(2015. 3. 6), 「大众创业万众创新: 经济增长新引擎」, http://finance.people.com.cn/n/
2015/0305/c1004-26643284.html(검색일: 2018. 9. 25); 新浪(2018), http://finance.sina.com.
cn/china/2018-05-15/doc-ihapkuvm4284460.shtml(검색일: 201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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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신용관리체계를 구축했다.229)
한편 중국정부는 2016년 5월 12일 「대중창업ㆍ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을 통
해 우선적으로 시범기지를 건설할 지역,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명단
을 공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업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16
년 처음으로 시범기지가 지정될 당시에는 17개 지역(베이징 하이딘구, 빈하이
신구 등), 7개 기업(알리바바, 하이얼 등), 4개 기관(칭화대학, 상하이 자오통대
학 등)이었으나, 2017년 6월에 추가로 45개 지역, 21개 기업, 26개 교육기관
이 창업시범기지로 지정되었다.

표 6-11.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지역

지역
(17개)

베이징 하이딘구(北京市海淀区), 빈하이신구(天津市滨海新区中心商务区),
션양(辽宁省沈阳市浑南区), 상하이(上海市杨浦区), 창저우(江苏省常州市武进区),
항저우(浙江省杭州市余杭区浙江杭州未来科技城),
허베이(安徽省合肥高新技术产业开发区), 푸저우(福建福州新区),
허난(河南省郑州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
우한동후신구(湖北省武汉东湖新技术开发区), 후베이(湖南湘江新区),
광저우(广东省广州高新技术产业开发区科学城园区),
선전시(广东省深圳市南山区), 충칭양장신구(重庆两江新区),
청두(四川省成都市郫县), 구이저우구이안신구(贵州贵安新区), 산시(陕西西咸新区)

기업
(7개)

알리바바(阿里巴巴集团),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集团公司),
차이나머천트(招商局集团有限公司), 하이얼(海尔集团公司),
COSIC(中国航天科工集团公司), CITIC(中信重工机械股份有限公司),
KOCEL(共享装备股份有限公司

1차
(2016.
12)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상하이 자오통대학교(上海交通大学),
연구소
난징대학교(南京大学), 쓰촨대학교(四川大学), KOCEL(共享装备股份有限公司)
(4개):

229) 오종혁, 박진희, 김홍원(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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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계속
지역

2차
(2017.
6)

지역
(45개)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빈하이신구
신기술개발구(天津滨海高新技术产业开发区),
허베이성바오딩국가첨단기술산업구(河北省保定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산서전형종합개혁시범구(山西转型综合改革示范区学府产业园区),
네이멍구자치구바오토우 첨단산업개발구(内蒙古自治区包头稀土高新技术产业开发区),
랴오닝다롄첨단기술산업구(辽宁省大连高新技术产业园区),
랴오닝안산첨단기술산업개발구(辽宁省鞍山高新技术产业开发区),
지린창춘신구(吉林长春新区), 헤이룽장하얼빈신구(黑龙江哈尔滨新区),
상하이쉬자구(上海市徐汇区), 장쑤성난징시위화타이구(江苏省南京市雨花台区),
저장성항저우경제기술개발구(浙江省杭州经济技术开发区),
저장성닝보통저우구(浙江省宁波市鄞州区),
저장성가흥난후첨단기술산업구(浙江省嘉兴南湖高新技术产业园区),
안후이성우후첨단기술산업개발구(安徽省芜湖高新技术产业开发区),
푸젠샤먼첨단산업기술구(福建省厦门火炬高技术产业开发区), 푸젠천저우
펑저구(福建省泉州市丰泽区), 장시간장신구(江西赣江新区),
산둥성칭다오첨단기술산업개발구(山东省青岛高新技术产业开发区), 산둥성쯔바어시
장디엔구(山东省淄博市张店区),
산둥성위하이첨단기술개발구(山东省威海火炬高技术产业开发区),
허난성쉬창복합화시범구(河南省许昌市城乡一体化示范区),
허난성루시엔현(河南省鹿邑县), 후베이성우한장안취(湖北省武汉市江岸区),
후베이성징먼첨단기술산업개발구(湖北省荆门高新技术产业开发区),
후베이성황펑시루티엔현(湖北省黄冈市罗田县),
후난성샹탄첨단기술산업개발구(湖南省湘潭高新技术产业开发区),
광둥성선전시푸티엔구(广东省深圳市福田区),
광둥성션토우화치아오경제문화협력시험구(广东省汕头华侨经济文化合作试验区),
광둥성중산고기술산업개발구(广东省中山火炬高技术产业开发区),
광둥성장족자치구난닝첨단기술산업개발구(广西壮族自治区南宁高新技术产业开发区),
하이난하이커우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海南省海口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충칭시잉촨구(重庆市永川区), 쓰촨티엔푸신구(四川天府新区),
쓰촨성빠중시핑창현(四川省巴中市平昌县),
구이저우구이양첨단기술산업개발구(贵州省贵阳高新技术产业开发区),
구이저우쭌이시회천구(贵州省遵义市汇川区),
윈난쿤밍경제기술개발구(云南省昆明经济技术开发区),
시짱자치구라사시(西藏自治区拉萨市柳梧新区),
산시성농업첨단기술산업개발구(陕西省杨凌农业高新技术产业示范区),
간쑤성란저우청관구(甘肃省兰州市城关区),
칭하이성칭하이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青海省青海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닝샤회족자치구은촨경제기술개발구(宁夏回族自治区银川经济技术开发区),
신장위구르자치구우루무치고기술산업개발구(新疆维吾尔自治区乌鲁木齐高新技术产
业开发区),
신장생산건설병단고기술산업개발구(新疆生产建设兵团石河子高新技术产业开发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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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계속
지역

기업
(21개)

2차
(2017.
6)

중국항공공업재단(中国航空工业集团公司),
중국선박중공업재단(中国船舶重工集团公司),
중국전자기술재단(中国电子科技集团公司), 국가전력망회사(国家电网公司),
중국이동통신재단(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
중국전자정보산업재단(中国电子信息产业集团有限公司),
중국바오우철강회사(中国宝武钢铁集团有限公司),
중국철강과항기술재단(中国钢研科技集团有限公司),
베이징유색금속연구원(北京有色金属研究总院),
중국후텐마정보산업재단(中国普天信息产业集团公司),
트리니트중공업(三一重工股份有限公司),
베이징바이두온라인뉴스(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장춘궈신현대농업과학기술(长春国信现代农业科技发展股份有限公司),
완샹(万向集团公司), 허페이롱스다전자전기(合肥荣事达电子电器集团有限公司),
량차오재단(浪潮集团有限公司)(迪尚集团有限公司),
선전텅쉰컴퓨터시스템(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충징쥬빠인터넷(重庆猪八戒网络有限公司), 쓰촨 창홍전자(四川长虹电子控股集团有限公司),
신희망재단(新希望集团有限公司)

베이징대학(北京大学), 허베이농업대학(河北农业大学), 지린대학(吉林大学),
하얼빈공업대학(哈尔滨工业大学), 푸단대학(复旦大学),
상하이과학대학(上海科技大学), 난징이공대학(南京理工大学),
난징공업직업기술학원(南京工业职业技术学院), 저장대학(浙江大学),
산둥대학(山东大学), 우한대학(武汉大学), 화중과학기술대학(华中科技大学),
중난대학(中南大学), 화남이공대학(华南理工大学),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西安电子科技大学),
고등교육기관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및 과학 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国家工业信息安全发展研究中心),
중국과학원컴퓨팅기술연구소(中国科学院计算技术研究所),
연구소
중국과학원대련화학물리연구소(中国科学院大连化学物理研究所),
(26개)
중국과학원장춘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中国科学院长春光学精密机械与物理研究所),
중국과학원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정보기술연구소(中国科学院上海微系统与信息技
术研究所), 중국과학원쑤저우나노기술연구소(中国科学院苏州),
중국과학원닝보과학기술공정연구소(中国科学院宁波材料技术与工程研究所),
중국과학원허페이물질과학연구소(中国科学院合肥物质科学研究院),
중국과학원선전선진기술연구원(中国科学院深圳先进技术研究院),
중국과학원시안광학정밀기기연구소(中国科学院西安光学精密机械研究所)

자료: 国务院(2016),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6.
15); 国务院(2017), 「国务院办公厅关于建设第二批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的实施意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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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에는 「국가혁신드라이브(国家创新驱动发展战略纲要)」 전략을
통해서도 창업공간과 인큐베이터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대중혁신 장려 등에

표 6-12. 과기부 ‘대중창업 만중혁신’ 업그레이드 추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재정 세수
정책

- 재정부는 ｢특화매개체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혁신창업 업그레이드 추진 관련 실시방
안｣을 발표하고 3년 내 100억 위안을 배정해 200여 개의 국가/성급 개발구 혁신창업
특화매개체 구축 지원
- 국가급 과기기업 인큐베이터와 대학과기원에 적용한 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우
대정책 범위를 성급으로 확대하고, 대중창업공간 적용

‘대중창업
만중혁신’
주체

-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기술 창업 확대 및 연구자의 창업 권장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과기형 혁신창업의 원천기술 수준 향상
- 연구자에게 직무 과기성과 소유권 및 장기 사용권을 시범적으로 부여하고 과기성과 이
전 대출 위험보상 실시
- 국유기업의 혁신창업 및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창업 인재 유동, 성과 이전 인센
티브 메커니즘 개선
- 대학과 연구기관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에 참여하고, 전문화 대중창업공간 구축 지원

- ‘대중창업공간-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 사슬을 구축하여 과기 서비스 기관
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창업플랫폼
-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창업 서비스 능력 제고
업그레이드
- 100개의 정품화 대중창업공간 시범 실시
추진
- ‘슝안신구’, ‘과기 동계올림픽’, ‘정확한 빈부퇴치’, ‘하이난성 자유무역구’ 등을 둘러싸
고 테마식 대중창업공간 구축
- ‘인터넷+ 정부서비스’ 추진, 과기형 중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록사업 추진
- ‘중국 과기형 중소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융자
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공공서비스 - 혁신권 등 정책을 실시하고, 과기자원이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향해 개방하는 체제를 구
축하여 과기창업 권장
- 과기자원의 개방공유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대형 과학기기설비, 과기문헌, 과학데이터
등의 개방공유 추진

융자체계

- 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 정부-시장 결합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기금을 설립하여 조기 과
기형 창업기업 투자 권장
- 창업기업의 융자 경로를 개척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 기업의 상장표준을 연구하며,
잠재력이 있으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혁신형 기업 상장 융자
- 과학기술 금융 융합 로드맵 2.0 계획을 추진하고, 중국 혁신창업대회의 중요한 역할 발휘
- 대ㆍ중ㆍ소기업 융자 전문테마 대회 등을 개최하여 창업기업과 대기업, 투자기관, 은행
신용대출 등 효과적 매칭

국제협력

- ‘중국 내 도입’을 가속화하고, ‘영주권 제도’ 등 관련 정책 개선 건의
- 국제 ‘대중창업 만중혁신’ 인재 출입국 편리화 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세계 일류 인재, 대
학, 기업, 연구기관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참여 유도
- 해외 ‘대중창업 만중혁신’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전개하고, 해외 연구개발 자원의 효과적
이용 실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8),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통합｣,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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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략에서는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현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형 창업서비스 모델 개발, 대중 창업
공간과 시뮬레이션 혁신지역 구축 등 창업공간에 대한 내용과 민간자본의 기술
혁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하며, 대중혁신을 장려하는 여러 정책들
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기존 창업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혁신형 창업의 고질
량 발전(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을 발표했다. 정책에서는 ‘대중

표 6-13. 중국 중앙정부의 신산업발전 핵심 정책
정책

주요전략

내용

관련정책
「스마트제조 발전계획

중국제조
2025

IT, 로봇, 전기차
등 10대
전략산업

(

육성(2016~

2025)

3단계
발전전략을 통해
2025년 제조강국
도약

20년)

(2016-2020年)」

(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시범구 설립에 관한 통지
(

2025”

“

)」

「중국제조 2025
로드맵(

2025
2017

—

)」

「인터넷플러스
“

액션플랜(
인터넷
플러스(+)
＋”

(“

인터넷 및 ICT

핵심으로

기술과 전통산업
융합

)

고부가가치

+”

（2015-2018年）)」

첨단기술 활용을

「스마트자동차 혁신 발전 전략
(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征求意见稿)」

창출과 산업구조 「자율주행차 도로테스트 추진 가속화 관련
업그레이드
지도의견 및 관리 시행
세칙(
)｣

「대중창업만중혁신시범기지의
전국 중창공간 실시의견(
)」
구축을 통한

대중창업

스타트업 기업의

만중혁신

인큐베이팅 지원

(

및 창업 생태계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 지원

)

「국가혁신드라이브발전전략강요(
)」
「혁신창업고질량발전(

)」

자료: 본문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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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만중혁신’ 업그레이드 버전에 더해 6대 분야의 개선방향을 제시230)231)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수정책, 혁신주체, 창업 플랫폼, 공공서비스, 융자체
계, 국제협력 분야 등에 창업과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6-12
참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앞 절에서는 중국정부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별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을 분석했다. 이 절에서는 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육성책의 효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10년 내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
기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
국제조 2025」 정책의 사례로 전기자동차의 대표 기업인 비야디(BYD, 比亚迪
股份有限公司比亞迪)를, 「인터넷+」 정책의 사례로 스마트자동차를 개발 중인 바이
두(Baidu)와 알리바바(Alibaba)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책의 효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사례로는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드론회사인 DJI(DJI: 大疆
创新科技有限公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30) 国务院(2018), ｢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 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 http://www.gov.cn/z
hengce/content/2018-09/26/content_5325472.htm(검색일: 2018. 12. 4).
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8),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통합｣,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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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제조2025 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최근 중국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야디의 성공사례를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BYD(比亚迪股份有限公司比
亞迪, 이하 비야디)는 1995년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해 지금은 선전에 본사를
둔 IT, 자동차, 신에너지 3대 산업군을 보유한 민간 첨단기술기업이다. 비야디
는 2003년 시안의 친촨자동차 유한책임공사(西安秦川)를 인수하면서 본격적
으로 자동차 시장에 진입했다. 현재 비야디는 2차 충전지(二次充电电池) 제조,
휴대전화 부품 및 조립,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传统燃油汽车) 및 신에너지차를
포함한 자동차 생산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체의 기술 우위를 이용하여 신에
너지 분야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야디의 대표 차종은 F3,
F3R, F6, F0, G3 등 전통적 고품질 내연기관 자동차, 프리미엄 SUV 모델 S6,
MPV 모델 M6 등으로 세계 선두권인 F3DM・F6DM와 순수 전기차 E6 등이
있다. 비야디는 전국적으로 베이징, 광둥, 산시, 상하이 등 9개 생산기지를 보

그림 6-9. 2015~19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판매량 예측
(단위: 대)

자료: 刘峥(2018), 「中国新能源汽车未来发展趋势的展望」, 『汽车电器』, 第6期,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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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비야디의 시장점유율은 30%에 육박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다.232)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자동차의 스마트화, 인터넷 연결, 공유화의 추세와 함께 산업 변혁이 뒤따르
면서 중국 내에서도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자
율주행 자동차 사례로는 중국의 최대 인공지능기업(AI)인 바이두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와 알리바바의 커넥티드 자동차를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바이두(Baidu)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 분야에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해왔다. 2015년 12월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운전시험을 실시한 이후,
2016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11월 중국 저장성 우전(乌镇)의 개방형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자동
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4월 19일 공식적으로 Apollo 1.0 플
랫폼을 발표했으며,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와 복잡
한 시내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7월 바이두는 L4
급 자율주행 수준(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수준)까지 발달한 ‘아폴로 3.0’을 공
개했다.233)
바이두의 이 같은 급격한 성장 비결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 방식에 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을 위해 ‘아폴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자동차 기
업과 협력하여 개발에 힘썼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완성차 제조
업체인 다임러, 포드, 치루이, 이치, 베이징 자동차, 진룽커처(金龙客车),
BMW234)가 있다. 한편 바이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진룽커처(金龙客车)와
232) ｢中国制造业蓝皮书｣(2017, p. 135)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비야디(比亚迪
股份有限公司)의 시장점유율은 26.43%에 달함.
233) EETimes(2018), “China’s Apollo Plan Explained,” https://www.eetimes.com/documen
t.asp?doc_id=1333406&page_number=1(검색일: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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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한 소형전기버스 아폴롱(阿波龙)을 2018년 7월 정식으로 양산하
고, 2019년부터는 중국 일부 도시에서 아폴롱 10대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235)
또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알리바바 매출의
상당 부분은 전자상거래에서 창출되지만 클라우드,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빠르게 확대 발전하면서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에 성공했다. 알리
바바는 10억 위안을 투자하여 2016년 7월 인터넷에 연결되는 커넥티드 자동
차 ‘RX5’를 출시하고, 자체개발한 운영체제인 윈OS(YunOS)를 차량에 탑재
하여 플랫폼의 입지를 강화했다. 알리의 커넥티드 자동차 ‘RX5’는 중형 SUV
로 상하이자동차와 알리바바가 공동개발했으며, 가격은 9만 9,800위안에서
17만 9,800위안으로 출시되었다. AliOS(舊 윈OS)를 자동차용 운영체제로 사
용하는 ‘RX5’는 많은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고, 인터넷 통
신과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시
간대별로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추가로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시스
템이 작동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며, 음성으로 차량의 내ㆍ외부 카메라를 제어하
여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후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에 알리페
이가 장착되어 있어 주차요금, 주유결제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236)

234) BMW는 2017년 7월 10일 바이두와 MOU를 체결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가입함. 바이두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9%98%BF%E6%B3%A2%E7%BD%97/20625862?fromti
tle=Apollo&fromid=20625961&fr=aladdin(검색일: 2018. 12. 17).
235) 바이두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9%98%BF%E6%B3%A2%E7%BD%97/20625
862?fromtitle=Apollo&fromid=20625961&fr=aladdin(검색일: 2018. 12. 17).
236) 电子发烧友网(2016), 「刷上阿里云OS的“首款互联网汽车”荣威RX5全面解读」, http://www.elecfa
ns.com/qichedianzi/426641_a.html(검색일: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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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바이두의 아폴롱

그림 6-11. 알리바바의 RX5

자료: 百度圖片, https://image.baidu.com(검색일: 2018.
12. 10).

자료: 百度圖片, https://image.baidu.com(검색일: 2018.
12. 10).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DJI(大疆创新科技有限公司, Da Jiang Innovation)는 2006년 중국 선전시
에 설립된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드론)의 자체 개발 업체이다. 설립 이래 기
술혁신을 목표로 고급 제품 생산을 핵심으로 고수해온 DJI는 현재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저가형($500~$1,000), 중고급형($1,000~$2,000), 고급형($2,000
이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팬텀(Phantom) 시리즈와 인스파이어(Inspire) 시리즈가 있다. 팬텀 시리즈
는 아마추어 촬영을 위한 드론이며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한편 인스파이어
는 전문촬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좌우로 회전 가능한 캠이 설치되어 있
으며, 상업 용도의 방송 또는 고품질 항공 영상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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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DJI의 드론제품

(팬텀 4)

(인스파이어)

자료: DJI 홈페이지, https://www.dji.com/kr(검색일: 자료: DJI 홈페이지, https://www.dji.com/kr(검색일:
2018. 11. 30).
2018. 11. 30).

한편 DJI는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Flight Controller)’
가 기체 움직임과 관계없이 카메라를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해주는 짐벌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4,000명 이상의 직원 중 1,500여 명이
R&D 인력이며, 이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2017년 매출은 2016년 대
비 65% 증가한 27억 달러2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5년 5월 DJI에
투자한 엑셀(Accel) 파트너스와 함께 드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7,500만 달러 규모의 ‘스카이펀드(SKY
FUND)’를 설립하여 기술과 플랫폼으로 드론 관련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최
근 DJI는 글로벌 농업용 무인 항공기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데, 특히 드론 배송을 활용한 무인 물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정부가 배송을 위해 자국 배송업체(순펑쑤인, 顺丰速运)에 항공운영
허가증을 발급해주면서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국 전자

237) https://technode.com/2018/01/03/worlds-top-drone-seller-dji-made-2-7-billion-2017/
(검색일: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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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업체인 징동(京东)도 최근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드론 물류배송 시
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경
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상자 6-2. 드론 이용 물류배송 사례

[사례 1] 순펑쑤인(顺丰速运, SF Express)
중국 최대 택배업체인 순펑쑤인은 2017년 6월 중국 최초로 드론 항공 운영 허가증을 발급받았
다. 2017년 6월부터 시험운행을 시작한 이래 준비, 가동, 실행, 검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중국 전
역에 드론 물류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순펑의 드론은 5~25kg의 적재가 가능하며 비행거리는
15~100km에 달한다. 후베이성에서 자체 물류 공항을 허가받은 순펑은 중국 물류기업 최초로 자
체 전용 공항을 보유하게 되었고, 민항국이 허가한 시범지역 내에서 드론을 이용해 물류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징둥(京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은 2016년 베이징과 쓰촨, 장쑤, 산시(陝西), 구이저우성의 오
지 마을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고객들을 위해 드론 30대를 활용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징둥의 경우 아직 군 당국에서 운항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드론을 날릴 때마다 군
관제 부서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징둥은 드론 항공관제 센터, 항공서비스 센터, 연구개발
센터, 제조 센터 등 일련의 부대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쓰촨성 남
서부 지역에 모두 150개 소의 드론 공항을 건설 중이다. 징둥은 5~30㎏의 짐을 싣고 최대시속
100㎞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1t 이상의 무거운 화물을 배달할 수 있는 드
론을 개발 중이다. 징둥은 엔비디아(NVIDIA)와 제휴하여 앞으로 5년간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
해 배송 사각지대에 대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순펑의 드론 배송

징둥의 드론 배송

자료: 百度百科, baidu.com(검색일: 2018. 12. 10); 박소영, 장현숙(2018),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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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및 시사점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유효공급 확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효율
을 향상시키고, 기존 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
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지출 비중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특허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혁신강
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국의 혁신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세계 17위 혁신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정책에 따른 민간주도
첨단 제조업 분야의 R&D 증가로 전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에서도 세계 3위
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 중 본문에서 살펴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의 경우 직·간접적 정책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통
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핵심기술 및 부품의 개발과 같은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반면 간접적 정책지원, 즉 규제없는 네거티브 방식
의 정책지원을 제공한 자율주행자동차과 드론의 경우 민간 IT기업의 주도로 투
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시현했다.
먼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간접적 지원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자
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을 실험하기 위한 자율주행실험장이 중국 전역
에 16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자율주행 라이센스를 발급하여 자율주
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
해 주행시험장 확충, 자율주행 가상시험도시 건설, 실제 도로 실증환경 정비 등
전용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별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여 첨단
산업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드론제조 업체 DJI 역시 중국정부의 수용적인 자세를 통해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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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그동안 첨단산업의 발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발전과정에
생기는 문제점과 법적으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산업의 발전
을 유도하였다. 즉 발전과정에 상응하여 미비사항을 사후에 보완하는 간접적
지원이 있었다.238) 중국정부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민간기업간의 경책 촉진
을 통해 드론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한편 DJI의 성공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대
표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관 생태계 조
성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일부 첨단산
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는 데 용이한 환경
을 제공하는 것도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방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산업별 명확
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기 용이한 환경임을 DJI 창업
성공사례에서 확인했다. 중국의 이 같은 창업환경에 비해 한국은 포지티브 규
제 방식에 가로막혀 빠른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즉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문제점에
대한 사후 보완,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 규제 완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한국도 향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첨단산업의 성장속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는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
해 기존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발급하는 임시허가 제
도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238) 오 철(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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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중국경제가 2012년부터 6~7%대의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중국정부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거시경제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
국경제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ㆍ소비ㆍ수출 등 총수요 주도의 경제발
전 방식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국진민퇴’로 대표되는 중
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과제와 구조적인 모순이 축적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해결방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은 1980년대 미국 레
이거노믹스나 영국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공급주의 학파의 정책과는 그 목표,
주체,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한계에 부딪힌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벗
어나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경제 성장모델이었던 요소투입형 양
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 성장 방식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전
환됨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국 경제ㆍ산업의 질적 고도
화를 뒷받침하는 발전전략으로 장기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풍부한 노
동력과 대규모 자본의 투입에 의존했던 비효율적인 요소투입형 성장을 벗어나
기술 고도화, 제도 혁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으로 전환을 도모하
고자 한다. 국유기업 위주의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 강도 높
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심각한 설비과잉, 중복투자 등의 고질적인 문
제를 해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이저 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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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등 신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민영기업 주도
로 산업ㆍ기술을 고도화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신성장동력
을 확보하려 한다.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이래 지난 3년간의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의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채권단(금융권)과 채무자(기업) 또는 사
용자와 노동자 간의 구도로 이해해야 하지만 중국은 구조조정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국유기업, 또는 국유부문과 민영부문의 구도로 바라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즉 중국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지방정부
와 국유기업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공급측 구조개혁 중 철강, 석탄 설비과잉 해소 분야에서 성과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방
정부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
다. 또한 관련 분야 국유기업간의 인수합병 추진도 중앙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저항과 갈등이 크지 않았다. 설비과잉 업종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
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구조조정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하
였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입장에서도 신구 동력 전환을 추진하는 계기가 필
요했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무가 가중되는 시점이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낙
후된 산업을 퇴출하고 신산업 육성하고자하는 동기가 작용했다. 또한 시기적으
로 시진핑 집권 2기 전환 및 중앙, 지방, 국유기업 지도부 교체시기와 겹쳐 각
계에서 중앙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측면이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다양한 분야와 정책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급측 구
조개혁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 정책목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단기
적으로 총공급의 양적 조절을 통해 설비과잉 해소는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으
나 상품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인적자본 축적,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질적 발
전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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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는 외부효과가 발생하
므로 공급측 구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민영경제의 육성은 여전
히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정부는 민영경제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 경
로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금융 리스크 관리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 고착화된
국유부문의 자금조달 경로는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 배분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다. 공급측 개혁의 원칙은 시장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의 생
산요소 배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 왜곡 또는 민영부문 발전 저해
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 지방정부, 국유부문 등의 저항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측면도 여전히 존재한다.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측 구조개혁 추
진 모멘텀이 감소하게 되면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저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와 분야별 추진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철강, 석탄 분야의 설비과
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통
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급준비율을 4차례 인하하는 등 유동
성 공급을 확대하면서 기업부채 축소는 속도 조절을 하는 한편, 기업원가 절감
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미중 통상
분쟁의 경과에 따라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기업부채 축소는 추진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원가 절감이나 신성장동
력 창출은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철강 및 석탄 분야의
설비과잉 축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부채 축소를 추진한 결과 민영경제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아 중
국 경제성장의 주체를 국유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큰 진전
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민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부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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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감세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민영경제의 활성화를 논의하기에는 이
른 측면이 있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다양한 신산업 육성 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의 혁신능력은 빠르게 제고되고 있고 일부 신
산업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구 성장동력의 전
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구조 고도화도 시작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각 분야의 정책을 조정하여 민영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유분야 한계기업 퇴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속도와 강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4대 분야 중 우선 공급측 구조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
제였던 철강, 석탄 분야 설비과잉 축소에 대해 살펴본다. 철강, 석탄 분야 과잉
설비 축소는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강도 높게 추
진되었다. 2020년까지의 과잉설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형업체간의 인수
합병을 통해 설비의 재조정과 과다경쟁 완화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살펴본 상하이의 바오강제철과 후베이성 우한시 우한제철의 합병이다. 합
병 이후 바오우제철의 수익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
방정부의 저항이나 대량해고에 의한 사회불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베이성
정부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우한제철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
하였고 공업 생산량보다 산업고도화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
에 따라 큰 저항없이 우한제철의 인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량
해고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는 기금 조성을 통해 실직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철강 분야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 중 하나는 디탸오강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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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축소 성과이다. 디탸오강은 지방보호주의,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통
계에 집계되지 않은 제도권 밖의 저가 철강재로, 중국 철강시장뿐 아니라 글로
벌 철강시장을 교란시킨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강력한 시행으로 각 농촌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디탸오강을 전력사용량 추적을 통해 폐쇄한 것은 설비과잉
축소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제도권 내 국유기업의 생산량을 축소하더라도 디
탸오강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비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축소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인수합병에 따른 생산량 감축, 중국 설비과잉 축소 정책 시행으로 유발된
글로벌 가격 회복 등에 의한 수익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수합병 후
에 화학적 융합이나 통합(PMI)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장기간의 수익성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잉설비 축소와 함께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등 환경보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의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설비과잉 축소의 관건이었던 디탸오강 축소는 탑다
운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고 설비과잉 축소도 지역
별로 쿼터를 부여하여 추진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설비과잉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관련 수익성, 설비 가동률(이용률),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지
표 및 통계를 좀 더 체계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퇴출
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관료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철강, 석탄에서 시작한 과잉설비 축소는 향후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
유리 등 다른 과잉설비 분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실업지원기
금을 통해 실직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였지만 이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 압박과
동시에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전적인 보상체계보다는 직업훈련
을 통한 인력 재배치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철강이나 석탄 등과 같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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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설비과잉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 분야에서는 구조조정 필요성을 절감하
여 저항이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지방
정부, 국유기업 등의 저항도 있을 수 있어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년간은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에서 중앙의 주도
로 강도높게 개혁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경제의 하
방압력이 큰 상황에서 설비과잉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구조조정 모멘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바오우 사례에서 분석하였듯이, 철강산업 구조 고도화에서도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바오우는 철강산업의 스마트
화를 실험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열연공장 무인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 시
범사업이 있다. 바오우는 온라인 철강유통ㆍ판매 플랫폼을 통해 물류, 가공, 배
송, 금융 중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시범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생산성ㆍ효율성 향상 및 산
업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철강, 석탄의 설비과
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공급측 구조개혁의 본질적인
목표인 기술 고도화,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생산능력 감축, 합병 발표와 같은 사안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성과이지만, 그 이후에 추진되는 합병 후 통합(PMI), 기
술 수준 제고 등은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국
유기업 입장에서도 추진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다.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세계 주요 기관들은 중국 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0%를 상
회하며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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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4조 위안의 정책자금 투입에 따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인프라, 전통산업 분야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었다. 분명
중국 기업부채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금융 파생상품
등 금융부문으로 투입되기보다는 부동산, 인프라, 전통산업 등의 실물부문으
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심각한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정부가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인프라,
전통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파산 및 부실 채권 증
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국유기업의 실물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금융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지방정부 투융자 플랫폼 포함)의 부
채 축소를 위해 국유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회사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유기업의 공급과잉 해소 과
정에서 부실채권이 증가했을 때 4대 국유은행 산하에 4대 자산관리공사를 설
립하고 이들에게 부실채권을 넘겨 해결했던 것과는 다른 조치이다. 이번에는
국유기업의 부실 채권을 시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해 또는 수혜를 공동 부담하는 한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에서 직접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BIS의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기업부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중국의 기업부채 축소가 금융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 조치와 더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 1분기에는 기업부채 비중이 다
시 증가했으며,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하반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미중분
쟁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로
선회한 점을 감안하면 기업부채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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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문 자금조달은 주로 제도권 내의 국유은행과 제도권 밖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 이뤄진다. 대형 국유기업의 경우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이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고, 민영기업의 경우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많다. 중국정부는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였는데, 결과
적으로는 국유부문의 자금조달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은 반면,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은 큰 타격을 받아 민간부문의 자금난, 경영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
다. 즉 국유부문의 기업부채 감축을 위해 추진된 금융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가
민간부문의 극심한 위축으로 나타나 새로운 의미의 국진민퇴를 야기하게 된 것
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민영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중국 인민은행
에서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민간부문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
면서 민간의 자금조달 경로를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2017년 기업부채 비중은 소폭 감소하
여 디레버리징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반면,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보다
민간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정부는 기업부채
축소라는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중국정부는 기업부채 축소로 인한 경제 둔
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추진하는 ‘구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낳
았던 일률적인 기업부채 축소도 향후 좀 더 체계적인 맞춤형 조치로 추진될 것
으로 보인다. 즉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 경로를 다
양화하여 민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유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기업원가 절감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유효공급 창출에 있어 1980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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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학파의 정책 수단에 근접한 감세정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중국정
부의 일부 재정수입을 기업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과거 개혁개방 이후 중앙-지
방정부, 중앙-국유기업에 경제 및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
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치
라 할 수 있다. 2015년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이래 2016~17년에는 주로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등 무효공급 축소를 중점적으
로 추진하였고, 2018년에 들어서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내수(소비) 주도 발전전략에 따라 기업의 사회복지 비
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증하였고 이외에도 각종 수수료가 확대되어 행정
적인 비용이 증가했으며 환경보호 강화에 따라 환경보호세도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 활력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감세정책과 리쇼어링에 대응하고 중국기
업 및 글로벌 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 또한 감세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2018년 하반기 들어서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시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 및 기술구조 고도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서비스업,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
성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산업지원 정책은 지방정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
해 중복투자,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과도
한 지역간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중국정
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은 글로벌 공정경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정책, 행정비용 축소,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기업원가 절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222 •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의 신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원가 절감 조치는 중국의 민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국진민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직접
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시장친화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기업원가 절감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긴 이르지만, 2012년부터 시행
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된다. 또
한 2018년부터 시행한 대대적인 감세정책 효과도 60%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영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금조달 비용
의 어려움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계기업 퇴
출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민영 중소업체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민영기업에게 원활하
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곧 금융 리스크 증가
라는 공급측 개혁의 목표와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목표간
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원가 절감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 또는 지
방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하는 행정비용 및 수수료 감면 등은 지방 재정에 부담
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결국 기업원가 절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간
의 소득 재분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 산업ㆍ기술 고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이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모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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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중국은 과거 시장을 기술과 바꾼다는 전략
을 통해 중국에 유치한 외자기업의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였다. 2010년대 들
어서서는 중국 내 자본이 축적되면서 고급 브랜드, 첨단 기술과 핵심 기술을 확보
하기 위해 선진국 유수 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기업들이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유
한 업체와 인수합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18년부터 본격화
된 미중 통상분쟁 또한 단순한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의 기술발전
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더 나아가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범위에 속하지만 이미 중
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대중창업 만중혁신 등의 산업ㆍ창업 정책으로 구체
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3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은 전략 산업별로 마스터 플랜
을 마련하고 각 지역에 국가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 지방보호주의, 중복투자, 설비과잉 등의 현상
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매칭하여 신산업 발전을 도모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기업 고도화 전략 추진하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BOE(디스플레이), YMTC(반도체), CATL(전기차 배터리) △ICT 분야에서는
Baidu(검색엔진), Alibaba(전자상거래), Tencent(SNS, 게임) △유니콘 기업
으로는 DJI(드론), DidiChuxing(차량공유), Bytedance (AI응용) 등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창출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국경제가 질적 성
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2050년까지 강대국으로 부상하
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중국 기
술발전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고 반대로 중국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자주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무효공급 축소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신성장동력 창출에 더욱 많은 정책
적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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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분야

평가

-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
공급측 - 중국 경제발전 모델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구조개혁 -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
종합 평가
- 3년간 철강, 석탄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 또는 평가하기 이름
-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

철강, 석탄 분야 설비과잉 해소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회복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퇴출이 어려웠던 디탸오강의 설비과잉 해소
합병 후 통합(PMI), 기술 및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질적 목표는 시작 단계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제도ㆍ시스템의 개선 및 체계화 필요
실업 지원기금을 통한 현금 보상체계보다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 정책 필요
바오우철강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략인 스마트 철강
팩토리와 철강 유통ㆍ판매 플랫폼 구축 계획은 참고할 가치가 있음

-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가 실물,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017년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해 기업부채 비중은 감소
부작용으로 민영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국진민퇴를 야기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경제하방 압력 최소화를 위해 기업부채 축소 정책의 속도 및
강도 조절
- 민영경제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국유기업 부채를 축소하는 ‘구조적 기업부채 축소’
정책을 시행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국유기업으로의 권한 이양을 넘어 민영기업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조치로 평가됨.
- 주요국의 감세정책, 미중 통상분쟁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민영경제
활성화 추진
- 2012년부터 추진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18년 시행한 대대적인 감세정책은 60%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그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름
- 민영기업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

-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목표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있음
- 이미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대중창업 만중혁신 등 산업ㆍ창업 정책을 추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신성장동력
- 정부 지원과 기업 고도화 전략에 따라 첨단제조업, ICT 분야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창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창업 분야에서도 많은 유니콘 업체들이 탄생하고 있음
- 미국의 중국 기술발전에 대한 견제 심화와 동시에 중국정부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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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중국은 국가체제와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전략적, 정책적 의미를 통해 한국에 주
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 시사
점으로 크게 ① 거시경제 정책 ②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 정책 ③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중국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내수(소비) 주도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단기 소비부양책, 임
금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이 제기된 배경에는 이러한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공급
측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혁신 성장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위주 조절로 운영해왔다. 총수요 위주의 정책은 GDP, CPI 등 총량적인
(aggregate)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나, 국진민퇴, 소득격차, 지
역격차 등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 국가의 거시경제 발전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추진
되면 성공할 수 없고, 총수요와 총공급 두가지 측면을 균형적,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일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민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소득
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며 임금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
출이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한국판 공급측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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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설비과잉 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
화롭게 작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강
조되다보니 공급과잉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동기 부여가 적어지는 한
계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결과 대외 충격으로 인한 공급
과잉 발생 시 수익성이 악화되면 실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
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 양적 조절은 가능하지만 생산성 증대와 같은 질적 발전은 효
과를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시장과 금융의 논리를 강
조하다보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발전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과
거의 금융과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 아래 국가경제, 실업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과잉 업종을 선별한 뒤 선
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과
도한 개입은 특혜 의혹 등 공정 경쟁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제도ㆍ시스템적
으로 보완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에 따른 실업 대책도 수립하여 직업 전환 또는 재취업 교육 실시 등 사회 안전망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
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대중
창신 만중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경제가 캐치업 단계에서 벗
어나 선도하는 단계로 도약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경제
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하
에 첨단제조업, ICT, 스타트업 분야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시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
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과 같이 모든 산업을 육성
하기보다는 미국은 인터넷 플랫폼, AI에서,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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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있듯이 경제 규모와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필
요하다. 한국 각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과도 경쟁, 중복투자와 낭
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야 가능하므로 신산업 각 분야를 각 지역별로 매칭하여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
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세 가지 혁신정책을 대표하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드론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산업 육성은 정부 정책 지
원(BYD 전기차에 대한 중국정부 구매)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신산업에
대한 선허용 후보완의 네거티브 규제 적용)가 있고 또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마
련(선전시의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 마련, 후난성 농업용 드론 지방표준 제정)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는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 산업의 비
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
러다임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전통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설비과잉 해소에 따라 글로벌 상품가격이
인상되어 관련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합병 및 설비과
잉 해소가 완료되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
야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축소 범위를 현재의 철강, 석탄에서 향후 평판유리, 시
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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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 및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는 한국에게는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기업부채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정부
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게 2020년까지 한계기업 퇴출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
렸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의 대상인 공급과잉에 처한 전통산업 분야에서 지방
소유의 국유기업의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투자자
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암묵적인 담보로 인해 디폴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여겨왔는데, 경영난을 겪는 국유기업도 언제든 디폴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미중간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중국의 기업부채
축소는 금융 리스크로 확대되어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중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이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발 리스크에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거시경제에 미
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
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기업원가 절감이나 신산업 육성 전략은 한국기업에게는 기회요
인이자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한중간 신산업 분야의 발전 상황에 따라 비교우
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경쟁 가능성 또는 협력 가능성이 공존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중국의 환경
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
국의 감세정책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
른 신산업의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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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기업도 비교우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
지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과
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나 IP, 플랫
폼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협력 분야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플
랫폼 ‘아폴로’ 사례에 보았듯이 중국 ICT 업체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플랫폼 및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한국기업들
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외국인의 중국 내
창업을 장려하는 외국인 창업 정책을 제정하였는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한국 청년의 중국 내 창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차 산
업혁명 시대는 융복합 산업 시대로 특징 지을 수 있는바, 거대한 시장과 자본,
다양한 아이디어,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가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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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n China’s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Sangbaek Hyun, Minsuk Park, Jinhee Pak, Gowoon Cho, and Furong Jin

Starting from 2012, the Chinese economy has slowed down to enter
the era of “New Normal,” where medium-paced growth is the new
norm. This means that the Chinese economy has reached the limits of
its quantitative growth driven by investment and exports over the last
30 years, and now needs to transition toward a new growth model.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Supply-side
Structural Reform” (SSSR)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the era of New Normal.
SSSR signifies a shift away from demand-side quantitative growth
toward supply-side qualitative development by upgrading the
economy and industry. It means to transform in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method by rais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hrough improvements in the technology level, forsaking the previous
economic growth method dependent on large-scale input of labor and
capital which the Chinese economy has engaged in for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The Chinese government plans to overcome
the so-called middle income trap through supply-side reforms and lay
the foundations for China to rise as a superpower by 2050. SSSR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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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by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in November 2015 and the
year of 2018 is the third year of its implementation.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SSSR, and
examine in detail the issues of cutting industrial overcapacity,
deleveraging corporate debts, lowering corporate costs,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evaluate China’s SSSR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2 analyzes the background, main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supply side structural reform.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SSSR in terms of the economic
system, macroeconomic policy, production factor, industrial factor
and financial risk. We als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SSSR in
comparison with the Reagan-Thatcher supply policy of the 1980s.
Chapters 3 to 6 reviewed in detail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each of the key tasks of SSSR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hapter 3 analyzed the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olve industrial overcapacity issues,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forward as a top priority. First, we compared the concept of
overcapacity and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of
overcapacity.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overcapacity-related policies since 2009, but these failed to
have a big effect. Then, various SSSR measures were proposed in 2016,
leading to intense restructur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apid
recovery of excess capacity in the steel and coal industries, also
elevating the profitability of companies rapidly. During this process of
relieving overcapacity, the Chinese government encouraged the
reduction of facilities through the 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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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state-owned enterprises. Through an analysis of the merger of
Baoshan Steel and Wuhan Steel, China's representative steelmakers,
we discussed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Chinese traditional industry
and the future strategy in detail. Lastly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cutting industrial overcapacity and discussed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Korea.
Chapter 4 analyzed the deleveraging of corporate debt, which is
considered to be a major risk for the Chinese economy. We discuss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China’s corporate debt, which has increased
at a rapid pace since 2008, by using BIS data. In addition, we analyze
Chinese corporate debt by company ownership, industry, and periods,
showing that China’s corporate debt has a high propor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and long-term
bonds. We also analyzed the deleveraging policies by period, the
results of which indicate the reduction of corporate debt in 2016－17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inancing of private companies rather
than the reduction of debt at state-owned enterprises. We discussed
the shift to “structural corporate deleveraging,” which emphasizes the
reduc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debt from 2018. The possibility
of China's corporate debt developing into a financial risk is discussed
through data analysis of China’s credit gap, credit strength, and ICR.
We expect that the rate of change will be controlled and corporate
debt will remain within a level manageable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us the possibility of a financial crisis occurring or
spreading to the real economy is low.
In Chapter 5, we analyzed measures take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lower corporate costs and enhance corporate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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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rket economy. We analyzed the status of China’s corporate
cost by classifying it into financing cost, labor cost, tax, energy and raw
material cost, logistics cost, environmental cost, land cost, real estate
admission cost and institutional transaction cost. China’s corporate
costs are increasing in general terms, and labor costs, social insurance
costs, and funding costs are a heavy burden on companies. We also
discuss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 protection agendas posing a
new burden as the Chinese government pursues more eco-friendly
policies. By analyzing the transition of business tax to value-added tax
(VAT) to reduce the burden of company costs and promote vitality in
business activities – thus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pporting the strategic industry and reducing the social insurance
payment rate –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through VAT tax reforms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the transition of VAT was successful in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there were also evaluations that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reduction of
the social insurance payment rate did not have a great effect. China
has carried out large-scale tax cuts since the US-China trade dispute
in 2018, and we expect these to be implemented in a direction that
suppor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reates new growth engines
in prepa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hapter 6 analyzes th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which is the
ultimate goal and mid- to long-term goal of SSSR. Through an analysis
of innovation-related data such as the global innovation index,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R&D investment amount, and
patent applications, we confirmed that China’s industri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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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ompetitiveness is improving. Policies related to the
creation of new growth engines have been refined and pursued since
before SSSR measures were proposed. We also reviewed China’s Made
in China 2025 and Internet Plus agenda, and its innovative start-up
ecosystem policy. For each policy, we conducted a case study by
selecting industries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tively
supported and show rapid growth, and in which cooperation or
competition are anticipated with Korean industries. Our case studies
analyze BYD, an electric vehicle manufacturer, Baidu, which is
developing its own autonomous vehicle platform “Apollo,” and DJI, a
drone manufacturer, as the new engines of China’s economy.
In Chapter 7, we perform an overall evaluation of SSSR, the results
indicating that China's SSSR is a creativ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the uniqueness of the Chinese economy, one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conventional economic theory or macroeconomic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for sustained and stable growth. This form of
government-led total supply management is based on China’s special
economic conditions and aims to reconcile the contradictions within
the Chinese socialist market economy. However, the key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SSSR measures will be to minimize resistance on the part
of local governmen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gain their
cooperation in the proce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SSSR on the Korean econom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the Korean economy to take another step
beyond its current contradictions at this stage, it will need to balance
aggregate demand and aggregate supply.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balance the role play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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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monious manner throughout the restructuring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in overcapacity industries. Finall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oldly push forward policies and present its vision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creating new growt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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